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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
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
(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
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
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
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
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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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
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
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1)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
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
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
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
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
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
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
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
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
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1) World Bank LSMS-ISA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17년 사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농가의 21%가 비
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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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
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
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
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
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
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
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
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
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
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
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
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
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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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
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
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
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
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
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
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
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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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
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
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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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의 소유는 농업 생산, 담보 대출, 혹은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상실이나
각종 외부적 위험(risk)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행동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다.2)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농외소득
이 충분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판매하
지 않고 최후의 자산으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3) 이에 따라 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가 소득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하
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에 대해 개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
권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인
및 가구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Doss, Kieran,
and Kilic 201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토지 소유와 농업 생산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소유권이 가구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개발경제학계에
서의 토지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논의는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의 역 인과관
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토지 면적은 반비례한다는 것
이 핵심 결론이다. 이는 Chayanov(1991) 이후 Schultz(1964), Hayami and
Otsuka(1993), Vollrath(2007) 등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도 보
편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Sen(1962)은 개발도상국의 토지 및 노동 시장 실패
가 토지면적과 생산성의 역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역 인과관계가 성
립하지 않고 있다(Muyanga and Jayne 2019; Savastano and Scandizzo
2)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풀로(2019), 번역: 김승진(2020), p. 499; Banerjee and Duflo(2019),
p. 302.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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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히려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의 농업 생산성이 토지를 많이 보유
한 농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1헥타르 미만 혹은 1~2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농가의 농업 생산성이 오히
려 낮다. 이는 McMillan and Rodrik(2011)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조업 분야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종
사하는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며 동일 토지 면적 대비 노동 투입 일수가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말라위와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토지 시장이 활발하지 않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전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즉
말라위의 사례와 같이 관습법에 의해 토지를 소유하거나 지역 주요 인사의 의
사가 매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또한 에티오피아처럼 법적으로 모든
토지가 국유지인 국가에서는 특히 소규모 농가가 농업 생산에 자본을 투자하거
나 효율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토지소유권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제도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세계은행에서는 1999년부터 ‘토지와 빈곤 컨퍼런스
(Land and Poverty Conference)’를 개최해 토지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4)
최근 대(對)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 대외원조 규모가 증
가하면서 농업 원조 효과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이 같은 논의들은 농
가의 토지소유권 형태가 동질(homogeneous)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
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토지소유권의 형태가 다르고, 토지를
취득한 방법에 따라 토지 소유 보장(tenure security) 정도도 다르다. 이 때문
에 원조나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에 따라 농가 행위가 달
4) Deininger(2019. 3. 21), “The World Bank’s Land and Poverty Conference: 20 years on,”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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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투
자와 생산성이 토지 소유 보장 정도나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등 2개국 농민의 농업 투자 및 농업 생산성
에 있어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과 토지 소유 체계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
석하였다. 또한 에티오피아, 말라위 2개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협력 사업 지원 및 민간 기업의 진출 시에 토지소유권 및 제도에 대
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실행에 있어 설
문 조사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현황과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토지제도를 설명하고 있
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토지제도의 역사, 제도적 특성, 제도의 배경 등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과 젠더 분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각국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 이뤄진 농업 ODA 원조에 대한 논의
를 하였다. 이를 통해서 농업 및 토지 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파
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토지제도 특성과 토지 소유 체계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의 토지소유권 체계의
이질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세계은행(World Bank) LSMS-ISA
(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Integrated Survey 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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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토지소유권과 정부의 농업 지원이 농가의 노동·비료
공급,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 매매 권한을 주요 핵심 변수로 사용했으며 농업 생산성 변수에는
양국의 주요 식량 작물인 옥수수 생산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남·여 세대주 간
효과성 차이 여부를 보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개
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및 제도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제도적 차이 혹은 농가의 이질성에 따른 ODA 효과성 차이 파악을 위한 설
문 조사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검토
개발도상국의 토지소유권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개발경제학계에서는 지속
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특히 농업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을 통한 소득 창출에 토지 소유가 필수
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요 논의는 토지 소유가 농업
생산성, 농자재 투자, 이주 등에 미치는 영향(Fenske 2011; Kosec et al.
2018; Leonard, Parker, and Anderson 2020; Keswell and Carter
2014; Place 2009; Valsecchi 2014), 토지 소유에 있어 젠더 문제(Udry
1996; Dillon and Voena 2018), 토지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논의(De Janvry
et al. 2015; Doss, Kieran, and Kilic 2017; Kang, Schwab, and Yu
2020) 등이 있다.
토지의 명확한 소유 체계는 농업 생산성, 경제 발전,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Alesina and Rodrik 1994; Carter 2000). 특히
농업 인구가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농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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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bdulai and Crawford
(2010)는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농지 소유의 법적 권한이 농민들의 농업 투자
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토양
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소유권이 법적
으로 확보될 경우 농업 투자, 담보 대출, 토지 임대 등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생
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oldstein and
Udry(2008)는 농지의 법적 소유권이 농민들의 휴경 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분석하였다. 농가의 지역 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강할수록 농지를 휴경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자재 비용이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휴경(fallowing)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에 대한 지역 주요 인사의 발언권이
강한 지역일수록 휴경을 할 경우 해당 토지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가 다
른 농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주의 지역 내 영
향력이 약할수록 농업 생산성 향상보다는 농지의 활용을 통한 소유권 유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휴경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낮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는 여성의 휴경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여성의 농업 소유 권한이 남성보다 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Deininger, Svastano, and Xia(2017)는
아프리카 지역 토지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농지 재분배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아프리카 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Deininger, Svastano,
and Xia(2017)는 토지 임대시장의 존재 여부가 농민의 농지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 간의 농지 소유 편차 혹은 생산성 편차가 클수록
토지시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damopoulos
and Restuccia(2020)는 필리핀의 1988년 토지개혁이 농지 크기, 농가의 자
원 배분 효율성과 기술 도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1988년 보유 면적 상한선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농가의
토지를, 소규모 농가와 토지가 없는 농가에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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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정부의 토지개혁을 통해 수여한 토지의 매매 및 임대를 금지하였는데
정부 주도적인 토지개혁과 토지거래의 제약으로 농업 생산성과 평균적으로 소
유한 토지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듯 토지소유권의 제약이나 제도에 의한 토
지 시장의 부재는 농가의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빈곤과 이주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Keswell and
Carter(2014)는 남아공 정부의 농지 재분배 정책이 농가의 소비 행태 및 빈곤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부로부터 농지를 수여한 농가는 단기적
으로는 소비 및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3~4년 후에는 가구 지출 규
모가 약 50% 증가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금과 달리 토지 재분배 정책은 농민의
농업 기술 수준이나 경영 능력에 따라 빈곤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Kosec et al.(2018)은 토지 전매가 금지된 에
티오피아에서 토지 면적이 청년의 도·농 간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세대(generation)를 거치면서 농민 1
인당 평균 농지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장
남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증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토지
를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시장의 부재는 토지 분절화(fragmentation)로 이어지기도 한다. 토지
매매가 자유롭지 않거나 상속·증여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기존에 소유한 토
지와 인접한 토지를 구매하기가 어려우며, 보유한 토지가 산발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에 투자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Ali, Deininger, and Ronchi 2019). 토지가 산발적으로 위치할 경우,
농가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단일 재배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적어도 농가의 영양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Cholo et al. 2019).
토지에 관한 세 번째 중요한 논의는 토지소유권 변수의 결정에 관한 문제이
다. 토지소유권에 대해 정의할 시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토지

제1장 서론

•

21

등록 서류를 가진 경우,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
가 발생한다. Besley(1995)는 아프리카 가나의 토지소유권과 농업 투자의 관
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토지소유권을 토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의 이전
권한으로 정의하였으며, 당국의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권(무단 점유 및 이용, 매
매)과 그렇지 않은 소유권(증여)의 여부가 농가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esley(1995)는 코코아 재배가 주산업인 지역에서는 토
지를 매매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농민일수록 농지에 식수(tree planting)를
많이 하는 경향을 사례로 들어 토지의 매매 권한 보유 여부를 토지소유권의 중
요한 요소로 봤다. Besley(1995)에 따르면 농지 소유 여부는 농수로, 비료, 멀
칭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 행위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 Place,
Roth, and Hazell(1994)은 토지 소유 보장에 대해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권한의 완전한 보유(Completeness of the bundle of rights),
상당한 보유 기간,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가 소유자에 대해 인지하는지의 여
부이다. 이렇듯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의를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 매매 권한 보
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LSMS-ISA(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 – Integrated Survey on Agriculture) 자료를 발간하면서 토지소유
권에 관한 조사 문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Doss, Kieran, and Kilic
(2017), Kilic and Moylan(2016), Doss, Grown, and Deere(2008),
Twyman, Useche and Deere(2015) 등은 개인의 토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정확한 측정과 젠더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oss, Kieran, and
Kilic(2017)은 특히 남녀 간 토지 이용 차이에 대한 설문지 구성과 설문 방식이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시도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개발 이니셔티
브(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미국 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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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USAID) 등에서 개발한 농업 부문 여성 역량 지표(WEAI: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가 있다.5) WEAI에는 농업 생산 결정
뿐만 아니라 자산 소유권에 대한 질문 문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향
상에 대해 생산, 자원, 소득, 리더십, 그리고 시간 사용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바
탕으로 지표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IFPRI의 젠더, 농업, 자산 프
로젝트(GAAP), UN EDGE(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와 우
간다 통계청이 개발한 MEXA(Methodological Experiment on Measuring
Asset ownership from a Gender Perspective) 프로젝트 등이 토지 소유
및 이용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새로운 설문 방식을 개발하였다.6) Holden et
al. (2016)은 토지와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토지 소유의 효과를 알
기 위해서는 정확한 토지 면적 측정, 토질, 토양 형태, 토지 이용 현황, (공식 및
비공식) 필지 소유권, 토지 구획, 토지 임대 계약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LSMS 설문지에서는 토지 정책 시행 효과,
토지 생산성 등에 대해서도 설문 문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LSMS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해 토지 면적
을 측정했으며,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좌표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 이슈가 개발협력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젠더 문제가 세대 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Udry(1996)는 세대 내 부부간 토지 소유 불평등이
노동 및 농자재 투입 불평등으로 이어져 생산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Udry의 논의는 개발도상국 농가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
한 중요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후
Doss(2006), Doss et al.(2015), Meinzen-Dick et al.(2019) 등의 논의에
서는 세대 내 의사결정권이 자원의 배분, 노동 효율성, 소비 물품에까지 영향을
5) Alkire et al.(2012).
6) Doss, Kieran, and Kilic(2017),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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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Dillon and Voena(2018)이며
가장의 유고 시 여성이 안정적으로 토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토양의 품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토지의 관습적 증여가
일반적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남편의 유고 시, 마을 이장의 권한으로 토지가
마을 소유가 되거나 재분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저자들은 여성이 토지를 증
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시 그렇지 못한 여성들보다 비료 투입, 휴경
(fallowed), 경운(tillage) 등 토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토지 소유 보장정도(tenure security)가 높
을수록 미래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
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성은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소속 사회에
서도 차별적 위치에 있으며, 이는 토지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배경으로 토지 매매 권한과 토지 취득
경로의 차이가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지원과 토지소유권 효과를 같이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토지소유권과 농업 생산에 대한 연구는 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 사
업에 있어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젠더 간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에 대해 분석하며 이 또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여
국의 농업 분야를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최근 들어 가장 대두되고 있
는 문제는 환경과 양성 평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 ODA 사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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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농가 단위의 지원 정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았는
지, 여성 세대주가 남성 세대주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업 구성에 있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는 농업
사업에 있어서는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나 공여국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남·여 세대주 간 농업 지원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여 세대주 간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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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1. 에티오피아
가. 농업 현황과 정부 정책
1) 농업 현황
에티오피아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2019년에 발간된 아프리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GDP 규모는 약 768억 달러이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 276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7) 에티오피아 농업 부문은 총 수
출액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8)
에티오피아에서는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은 80%
대이고 2016년 이래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3/4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인구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세계은행의 LSMS-ISA(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 – Integrated
Survey in Agriculture)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농산물을 파악하기 위해
2~3년마다 농가별 주요 작물의 작황과 재배 면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은행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헥타르당 수확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2015~16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옥수수, 밀, 보리, 수수, 테
프 생산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5~16년 수확시기 에티오피아의 헥타르당
평균 농산물 수확량은 옥수수 1,760kg, 밀 1,403kg, 보리 1,012kg, 수수
833kg, 테프(teff) 650kg 순이다.9)
7) AfDB(2019), pp. 85-8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1).
8) KOTRA(201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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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에티오피아 농촌인구 및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단위: 백만 명, %)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1).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농작물의 수확면적 추이는 [그림 2-2]와 같
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옥수수 수확면적은 약 165만 헥타르에서 약 223
만 헥타르로 약 1.3배 증가하고 주요 생산 농작물 중 수확면적이 가장 넓다. 같
은 시기 밀의 수확면적은 약 106만 헥타르에서 약 174만 헥타르로 약 1.6배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보리의 수확면적은 88만 헥타르에서 97만 헥타르로
1.1배 증가하며 2000년대 초반의 증가를 제외하면 18년 동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 World Bank LSMS-ISA(2017), “LSMS-Integrated Surveys on Agriculture Ethiopia Socioecon
omic Survey(ESS) 2015/16,” p.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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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에티오피아 주요 작물 수확면적
(단위: 천 헥타르)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5).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에티오피아의 질소 비료 사용량과 인산질 비료 사
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3 참고). 이 기간 질소 비료 사용량은 약 7,650
만 톤에서 약 4억 2,013만 톤으로 약 3억 4,363만 톤 증가하였으며 인산질 비
료 사용량은 8,098만 톤에서 1억 6,436만 톤으로 약 8,338만 톤이 증가하였
다. 또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질소 비료와 인산질 비료의 사용량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 2000년에는 인산질 비료 사용량이 질소 비료에 비해 448만 톤
더 많지만, 2018년에는 질소 비료 사용량이 2억 5,577만 톤 많았다. 질소 비
료와 인산질 비료의 사용량 격차는 2015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0년
부터 2012년까지 질소 비료와 인산질 비료의 사용량은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
지만 2015년 이후 질소 비료 사용량은 급증하고 인산질 비료 사용량은 감소하
면서 두 비료의 사용량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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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티오피아 비료 사용량
(단위: 천 톤)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5).

2) 국가발전 전략
에티오피아 정부는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2023년까지 중소득국
(middle-income country) 경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성장과 변환계획
(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을 추진하였다.10) GTP 1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5개년 개발 전략이다. GTP 1단계의 주요 목
표는 △연평균 실질성장률 11% 달성 △교육 및 보건 서비스 확대 △민주적인
발전국가 수립 △성장 안전성 확보 등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주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성장 △농업중심 경제성장 △기
반시설 개선 및 확대 △양성평등 및 청소년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11)

10)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2010), p.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11) Ib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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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는 GTP 2단계(2016~20년)에서는 2025년까지 하위 중소득국
(lower middle-income country) 경제 전환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
정하였다.12) 이에 따라 제조역량 강화와 공공 부문 참여 확대 등이 1단계 목표
에 추가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2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능력 및
생산 효율성 증대 △민간 역량 강화 △건설업 역량 강화 및 기반시설 개선 △도
시화에 따른 슬럼 문제 관리 △인력개발 및 기술역량 강화 △공공 부문 역량 강
화 및 공공 부문 참여 촉진 △여성 및 청소년 권리 강화 △녹색 경제 구축 등과
같은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13)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5년 하위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뿐만 아
니라 사회, 재해 위기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의 취약계층 보호, 경제·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과 같은 사회보호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는 하위 중소득
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150MT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14)

3) 농업 관련 정부정책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2단계와 함께 농업 부문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목표는 △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구축 △ 소규모 농가 중심의 농업
개발 촉진 △ 민간 부문 참여 확대 △ 관개시설 개선 및 확대 △ 고부가가치 농
작물 생산 지원 △ 농작물 마케팅 확대 등이다.15)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발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생산안전망 프로그램(PSN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이 있으며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개인 및 가구에
12) National Planning Commission(2016), p. 7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13) Ibid., p. 81.
14) Ministry of Agriculture(2014), pp.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15)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2016), pp. 7-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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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농업 보조금 또는 식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16) PSNP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유럽연합, 세계은행,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하였다.17)
PSNP의 목표는 농업 보조금, 식량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한 외부 충격으로
부터 회복력(resilience) 강화,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개인 및 가구의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등이다. PSNP는 생계 활동(농작물 및 가축, 농외 소득창
출, 고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을 제공을 통한 지원 대상자의 가계
소득 증가와 자산 축적을 촉진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PSNP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18)19) PSNP는 수
혜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 및 유형을 일반화하기
는 어려우나 주요 원칙은 현물보다 보조금 우선 지원, 적시(on-time) 지원, 맞
춤형(tailored) 생계 지원,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지원 등이다.
한편 에티오피아에서 비료 공급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67
년부터 1992년까지는 정부가 비료 공급에 직접 관여했다.20) 이 시기 에티오피
아의 비료의 수입, 유통, 배분과정은 농자재 공급 법인인 AISE(Agricultural
Inputs Supply Enterprise)가 독점하였다. 에티오피아 비료공급의 개혁은
1991년부터 추진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 성장 가속화, 농작물 생산성
증가, 식량안보 등을 위해 농업 발전 주도형 산업화(ADLI: Agriculture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AISE의 비료 독점권을 철폐하고 비료의 공급과 유통을 시장 주도 방식으로 개
혁하였다.21)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농업 보조금 정책과 가격 지지 정책을 철
16) Ministry of Agriculture(2014), p.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17) ODI(2006), p. 1, “PSNP Policy, Programme and Institutional Linkag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18) 지표는 1.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받는 생후 6~23개월 영아(소아)의 비율 2. 가정 식생활(dietary)의 다
양화 정도 3. 평균 자산 규모 4. 소득원의 개수 등이다.
19) Ministry of Agriculture(2014), p. 21,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 Phase IV Programme
Implementation Manu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20) 정확히는 1991~92 회계연도까지를 말한다. Ministry of Agriculture(2012), p. 19, “Agricultural
Cooperatives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12-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3).
21) Spielman, Kelemwark, and Alemu(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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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였다.22)
비료 공급 및 유통의 민간 부문 역할은 크게 확대되어 1995년 기준으로 민
간이 유통한 비료 수입량이 전체 대비 약 1/3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민간 기업
의 비료 수입은 △ 과다한 항만 비용 및 연료비 △ 외국계 기업의 비료 수출 요
청 거부 △ 통관 지연 △ 열악한 교통 및 도로시설 △ 운송 및 조달 기술역량 부
족 등으로 인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비료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민
간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AISE와 관련된 지주회
사가 주도적으로 비료를 수입 및 유통하기 시작하였다.23)
에티오피아 정부는 시장 주도의 농업 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2005년
부터 다시 비료 수입 및 배분에 대해 정부 독점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다.24)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영 기업인 농업비즈니스법인(Ethiopia Agriculture
Business Corporation)이 독점적으로 비료를 수입하였다.25)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이 독점으로 농가에 비료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 중심의 비료 유통체계가 구축되었다. 농
업협동조합은 에티오피아의 농업 투입물(예: 종자, 비료, 농기구, 관개 시설 등)
을 유통하였는데 특히 종자와 비료 공급이 주를 이뤘다.26) 2010년과 2011년
농업협동조합의 비료 공급 점유율은 각각 93%, 95%에 달했다.
지역 협동조합은 농가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의 신용대출 형식으로 비료를
빌려주고 수확 후 비용을 상환을 받는 형식으로 농가에게 비료를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이 신용
을 보증하였다. 지역 농업국(Regional Bureau of Agriculture)은 비료의 수
익률과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중간 도소매상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22) Shikur(2020).
23) Yamano and Arai(2010), p. 5.
24) Shikur(2020).
25) CSIS(2019), “Tracing Agricultural Transformation in Ethiop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3).
26) Ministry of Agriculture(2012), p. 19, “Agricultural Cooperatives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12-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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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27) 1994년 에티
오피아 정부는 소규모 농민이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100%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에티오피아에서 공급된 비료의 약 90%가
시장금리 이하 혹은 무이자에 공급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에티오피아
는 항만에서부터 지역까지 비료 공급 사슬이 비교적 길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료 가격은 케냐, 탄자니아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저렴하다.28)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8년에 「국가비료전략 및 행동계획(NFSAP: National
Fertilizer Strategy and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NFSAP는 2008년부
터 2015년까지 비료 공급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고 비료 공급 및 사
용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NFSAP의 주요 목표는 비료 소비 증가와 효율
적 이용,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적절한 비료 공급 시기 및 가격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다.29)
에티오피아 농업부와 에티오피아 ATA(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는 2013년부터 혼합비료 프로그램(National Fertilizer blending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연간 25만 톤을 목표로 비료를 생
산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효과
적인 비료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급 효율성에 노력을 쏟고 있다.
끝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08년 이후부터 토양 비옥
도 지도, 혼합비료 시설 건설, 비료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30)
에티오피아 GTP에서도 농업 생산성 증가와 식량 안보를 위해 비료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GTP 1단계에서 정부
는 PASDEP(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27) Simtowe(2015), p. 18.
28) Rashid et al.(2013).
29) Simtowe(2015), p. 18.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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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를 통해 82만 톤의 화학비료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83만 톤의 화
학비료를 공급하였다.31)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토양의 비옥도 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제공과 함께 유기질 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
다. 그리고 정부는 유기질 비료 사용에 적합한 토양 비옥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에티오피아 GTP 2단계에서도 비료와
같은 농업 투입물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2단계의
농업 및 천연자원 부문 계획에서 농업 투입물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종
자와 비료 전략을 제시하였다. 종자 전략의 목표는 2015년 187만 3,778쿼트
(quart)였던 종자 공급량을 2020년까지 355만 9,924쿼트로 증가시키는 것
이다. 에티오피아의 저조한 농업 생산성과 농작물의 질병 저항성(disease
resistance)을 개선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개량종자 공급과 질병 저항
성이 강한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에
티오피아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종자 기업에게 농지, 자본, 종자 등을 지
원하였다. 또한 종자 운송 및 유통 체인을 개선하였다.32)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년 122만 3,309톤(MT)이었던 화학비료 공급
량을 2020년까지 206만 2,106톤으로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화학비료 공급량
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쿠폰 신용 시스템(the voucher credit
system)을 전 지역에 도입하였다. 쿠폰 신용 시스템은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화학비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농민에게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개
선시켜 화학비료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료 쿠폰 정
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있는 신용 기관, 저축 기관, 지역 농업
국, 금융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33) 또한 에티오피아 모든 지역의 농민
31)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2010), p. 9,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0/11-2014/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32) National Planning Commission(2016), p. 131,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GTP
II) (2015/16-2019/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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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업 투입물을 공급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업 투입물 공급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34)

나. 토지 정책
1) 배경
에티오피아는 국민들에게 농지를 무료로 배분하되 매매는 금지하는 독특한
토지제도를 보유하고 있다(표 2-1 참고). 현재의 토지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져온 에티오피아 왕실의 토지제도 및 그 이후 근대 정권에서 차용되었던
토지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왕실은 19세기 중반부터 토지
용익권(usufruct)35)에 기초한 토지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1942년 하일레 셀
레시에(Haile Selassie) 1세가 제도를 변경하여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하
였다. 왕조시기 북부 티그라이(Tigray) 및 암하라(Amhara) 지역에서는 공동
체가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리스트(rist)라는 체계가 발달했다. 리스트는 조상으
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해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개인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
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36)
남부지역에서는 굴트(gult)라는 사유지가 발달하였는데, 주로 황제나 지역 권
위자들이 지지자들을 후원(patronage)하는 용도로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였다.
굴트의 지주들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고, 소작농에게 임대
할 수 있었다. 소작농들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 노동력 제공

33) Ibid., p. 130.
34)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2016), p. 54,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Sector Growth and Transformations Plan
II(201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30).
35) 타인의 소유물을 일정 기간 사용 및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36) USAID(2016),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Country Profile: Ethiopia,”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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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했으며, 임의적인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았다.
특히 셀레시에 1세가 토지소유권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분배하면
서 사적 토지소유가 동반된 봉건적 토지제도는 지주와 농민 간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불평등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불만은 1974년 쿠데타로
이어져 왕정 종식과 함께 공산주의 성향의 임시군사정부(Derg)가 들어섰다.37)

표 2-1. 과거 에티오피아 토지 형태별 권리 비교
리스트 보유자 대표

리스트 이용자

굴트 보유자

소작농

접근권

〇

〇

〇

철거권

〇

〇

〇

〇

〇

유지권

〇

배제권

〇

〇

양도권
토지 보유자의 지위

불분명

청구인

소유주

합법적 이용자

자료: Crewett, Bogale, and Korf(2008), Table 3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임시군사정부는 왕정하의 부당한 봉건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명목하에 굴트
등 기존의 토지 체제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임을 공표했다. 국가
주도로 토지를 토양의 질 및 농촌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분배하고, 농
민들에게 토지용익권을 부여하였다. 임시군사정부는 평등한 토지 분배에 집착
한 나머지 1~2년마다 토지를 재분배하였는데, 이로 인해 안정적인 토지 소유
와 천연자원 이용이 어려웠다.38) 임시군사정부는 폐단이 많았던 봉건적 지주소작농 제도는 종식시켰으나, 국가의 토지 소유 및 국영 농장 운영 등 마르크스
주의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펼치면서 1980년대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39) 1991년 내전 종식에 따른 임시군사정부 와해

37) Ibid.
38) Ibid.
39) Belay(2003),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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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영농장이 다시 분배되고 여러 규정
이 폐지되었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에티오
피아에서는 셀레시에 1세부터 이후 정부들까지 통치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가
토지의 이용과 분배를 강력하게 통제해오고 있다.40)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개인은 영농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농
업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사적 소유
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다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또한 에티오피아 농민의 농업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제
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토지제도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토지 소유 및 관리를 관장하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서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5년 헌법의 제40조 3
항에서 토지는 국가와 그 국민에게 귀속되는 공동 재산으로서 매매 및 다른 종
류의 교환 행위에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글상자 2-1 참고). 농지의
사적 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고지대이고
토지가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특성상 토지 매매가 허용되면 빈곤한 농민이 농지
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투기 세력에게 팔아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41) 토지 매매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개
인이 자신의 노동 및 자본을 투입하여 특정 토지에 부동산을 건설했다면 제40
조 7항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right to alienate)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40) USAID(2016),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Country Profile: Ethiopia,”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2. 3).
41) 설병수(2015),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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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에티오피아 헌법 내 토지 소유 관련 주요 조항

제9조 헌법의 최고성
1. 헌법은 토지를 관장하는 최고 법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특정 법 및 관습, 특정 기관·국가·공무
원의 결정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
제40조 재산권
(중략)
3. 농촌 및 도시 지역 토지와 모든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가와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부여된다. 토지는 에티오피아 국민, 민족 및 인민의 공동 재산이며 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교
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 에티오피아 소작농은 무료로 토지를 취득할 권리와 소유지에서 퇴거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5. 에티오피아 목축업자는 방목과 경작에 필요한 미개간지(free land)에 대한 권리와 자기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6. 정부는 에티오피아 국민, 민족 및 인민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
률에 의해 설정된 지급 약정에 근거하여 개인 투자자의 토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세부 사
항은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에티오피아인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건축한 부동산과, 그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이나
자본으로 이룩한 영구적인 토지 개선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양도권(right to
alienate),42) 상속권을 포함하며,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재산의 철거, 직함 이전 또는 이
에 대한 배상 청구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 세부 사항은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후략)
자료: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roclamation No. 1/1995.

제40조 4항에서 6항은 각 주체별 토지 획득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데, 농업 종사자들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농지를 획득(obtain)할 수 있으며,
함부로 퇴거당할 수 없다. 이때 토지 획득은 토지를 이용하는 개념이며 한국에
서와 같은 토지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축업자들 역시 무료로 토지
를 획득할 수 있고, 자신이 획득한 토지에서 퇴거당할 수 없으며 미개간지(free
land)에서의 목축이 허용된다. 농민이나 목축업자와 달리 민간 투자자의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글상자 2-1 참고). 한편 농촌이 아닌

42) 부동산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명의 이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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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토지 획득 및 증여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43) 도시 지역 토지는 별도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
된 사항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글상자 2-2. 에티오피아 농촌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1

제5조 농지 획득 및 이용
1. 토지관리법에 따라:
a) 생계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목축업자는 농지를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
b) 생계를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농지 이용권을 가지며,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법적 보호자를 통하여
농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
2. 농지이용권을 가진 농민, 준목축업자 및 목축업자의 가족 구성원은 가족으로부터 기부 및 상속
을 통해 토지를 획득하거나 관할권자에게서 농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농지이용권의 기간
1. 농민, 준목축업자, 목축업자의 토지이용권에는 기간 제약이 없어야 한다.
제8조 농지이용권 이전
1.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받은 농민, 준목축업자 및 목축업자는 특정 지역의 농촌행정법에 명시
된 기간에 대해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퇴거가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획에 따라
개발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토지를 다른 농민 또는 투자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Rural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Proclamation No.
456/2005.

농민 및 목축업자의 토지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다. 개인의 농지 이용 관련 권리의 근간이 되는 법은 「농촌 토지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Rural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Proclamation)」
인데, 해당 법은 농민 및 목축업 종사자에게 농지 이용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
고 있다. 동법 제5조에 따라 농민 및 목축업자, 그 외에 생업으로서 농업에 종
사하려고 하는 18세 이상의 에티오피아 국민은 국가로부터 농지를 무상으로
43) IGAD(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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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농지는 이용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농민, 목축업자,
준목축업자(semi-pastoralist)인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도 있다. 또한 다른 농민 및 투자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임대
하는 토지의 크기는 개발 목적에 부합하되 기존 이용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정
도여야 하며, 임대 기간은 각 주의 관련법에 따른다(글상자 2-2 참고).
에티오피아의 농지 관리 규정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농지 개발(development)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 목축업자, 준목축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투자자 및 기타 기관도 농지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조
건이 따른다. 투자자가 해당 농지에서 농업 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정부
기관·NGO 등이 개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관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
지 이용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글상자 2-3 참고).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
인 투자자가 미이용(unused)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로 인해 현지 농민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2016년 USAID 자료
기준, 투자에 적합한 농지의 약 5%가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 임대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
고 있으며 기존 토지 이용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및 퇴거 사례도 보고되고 있
다.44) 농민이나 투자자가 특정 농지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공익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이용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적당한 보상을 해주어
야 한다. 이때 보상기준도 해당 농민이나 투자자가 보유한 토지를 얼마나 개발
시켰는지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반대로 토지가 훼손되면 토지 이용 권리를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배분 받은 토지를 잘 보호하는 것도 토지 이
용자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농지 근처에 관개 수로가 건설되면 토
지 이용자는 해당 수로에서 자신의 토지까지 수로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한편
농민에게 보장되는 농지 관련 권리는 동법 3조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여성에
44) USAID(2016),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Country Profile: Ethiopia.”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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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동등하게 보장된다. 아울러 농지를 획득한 자는 해당 농지의 크기, 용도,
비옥도, 경계, 토지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한 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토지 증서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글상자 2-3 참고). 그러나
높은 문맹률 때문에 법에 보장된 토지 관련 권리를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
아 현실에서는 여성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45)
이러한 토지 관련법을 이행하고 토지 이용을 관리할 책임은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가 공동으로 지게 된다. 각 지방정부는 「농촌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고 법 이
행에 필요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는 관계 기관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원
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46) 각 주 정부는 연방 법률
과 별개로 토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연방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별로 세세한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글상자 2-3. 에티오피아 농촌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2

제3조 젠더 언급
이 법에서 남성에 대해 언급된 조항은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 토지 획득 및 이용
(중략)
c)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은 농촌의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
4. 농민, 준목축업자 및 목축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에서:
a) 농업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투자자는 연방 및 지역 차원의 투자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농
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b) 정부 및 민간단체, 사회·경제 기관은 개발목표에 따라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5) IGAD(2018), p. 5.
46)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Rural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Proclamation No. 456/2005, Article 16,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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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3. 계속

제6조 토지 측량, 등록 및 증명서 보유
(중략)
3. 농지 보유자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토지의 규모, 토지이용 형태 및 표지, 비옥도 및 경계, 보유
자의 의무 및 권리를 표시하는 보유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토지를 부부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보유자의 명의로 보유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농지이용권의 기간
(중략)
3. 공공 이용 목적으로 퇴거당한 농지 보유자에게는 그 토지의 개발 수준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토지를 지급하여야 한다.(후략)
제10조 농지 이용자의 의무
1. 농지 보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지가 훼손될 경우 농지 이용자는
이용권을 상실한다.(후략)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Rural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Proclamation No.
456/2005.

3) 농업 생산성 및 젠더 측면에서 토지제도의 영향
아프리카의 농업에 대해 연구할 때 토지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토지 소유 형태가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티오피아 농촌 지역에서 토지소유권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근본적
원인은 모든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가 그만큼 크다는 데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토지 재
분배가 여러 번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토지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토지
소유 불안정, 농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시군사정
부는 토지 재분배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성한 후, 조합원들이 토
지를 차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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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개인이 조합 농지에서 어느 정도 몫을 차지하는지도
불확실했다.47) 임사군사정부하의 토지제도가 일부 변형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
어 온 것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의 이러한 경직적인 토지제도가 아직도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1980~90년대에도 정부는 티그라이 및 암하라 지역에서 토지 재분배를 실시
하였다. 재분배 없이는 헌법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한 토지 이용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토지 재분배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
과를 낳았다.48)
한편 국가의 토지 소유 및 국가 주도의 토지 재분배는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임시군사정부는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0%에 불과한 국영 및 집단 농장에 농업 투입물을 과하게 지원한 반면, 나
머지 90%에 해당하는 개인 농장에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영 및
집단 농장은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저조했으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임시군사정부의 농업정책은 1980년대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을 크
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49) 이후 집단 농장은 해체되었으나, 아직도 토지
이용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 따라 토지 및
농업 관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국가 주도의 토지 재분배 정책은 토지소유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
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토지 재분배는 보통 평등
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는데, 그러다보니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규모
를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 농민이 최적 규모의 토지를 활용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유한 자의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 농민이 보
47) Crewett, Bogale, and Korf(2008), p. 15.
48) Bekure et al.(2006), p. 3.
49) Belay(2003), pp. 61-62.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

45

유할 수 있는 토지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50) 1인당 토지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
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
다. 토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 상속을 통해 토지를 취득해야 하므로 세
대가 지날수록 1인당 토지 보유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Adamopoulos and Restuccia(2020)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토지 재
분배, 토지 보유 상한선(ceiling) 부과 및 토지 이전 금지 등 경직적인 토지제도
는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사례
를 분석하였으나 에티오피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사례에서는 토지
개혁이 기존 농민들의 토지 크기를 왜곡하고 직업 및 작물 선택에도 부정적 영
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토지 개혁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
다. 특히 토지 상한 규정은 각 농민이 최적(optimal) 크기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5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토지 소유 형태가 농업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정부 주도 토지 재분배의 위험성을 나
타낸다. 전술하였다시피 에티오피아도 임시군사정부하에서 토지 재분배를 경
험한 바 있다. 이때 토지 상한선이 10헥타르에 불과해 개인이 이용 가능한 평
균 농지 규모가 재분배 이전 대비 44.1% 감소했다.52) 이는 위의 연구에서 사례
로 삼은 필리핀보다도 훨씬 과격한 형태의 토지 재분배였으며, 기존의 농업 활
동이 크게 왜곡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토지의 부족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Belay(2003)는
과거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정부가 실시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 의지를 파악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프로
그램은 농업 기술을 지도하고 비료를 제공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
50) 설병수(2015), p. 160.
51) Adamopoulos and Restuccia(2020), p. 7, pp. 9-10, pp. 25-28.
52)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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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럼에도 향후 농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겠다고 답한 농민들의 경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농업지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가 없다는 것이었다.53) 이와 같은 사례는 보유한 토지 규
모가 작을 경우 생계 외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잉여 토지가 부족하게
되고, 농업지도 프로그램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토지 소유 및 이용이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여성은 토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법
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법적 지식이 없거나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관습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에티오피아에서 토지 보유 및 관리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관습적으로 부정
되어 왔다. 관습에 따르면 여성은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으며 결혼과 함께 고
향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남편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지
만 스스로 토지를 관리할 수 없다. 토지를 포함한 주요 재산은 모두 남자 명의
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에서 보유했던 토지를 포
함한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가정을 떠나야 한다.54) 현재 에티오피아 헌법상으
로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이용 관습은 중단되어
야 마땅하나 아직도 여성에게 부정적인 토지 이용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여성이 토지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겪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은 토지 취득에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
피아에서는 여러 번 토지 재분배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차별받
아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선 EPRDF 정부는 임시군사정부 시절 설립된 국영
농장을 목축업자 지역사회에 재분배하였는데 여성은 토지를 받을 수 없었다.
53) Belay(2003), pp. 75-77.
54) Tura(2014), pp. 137-138, p. 146,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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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씨족사회 내에서 토지 재분배로 인한 수익 역시 여성을 제외한 구성원들
에게 분배하였다.55) Tura(2014)는 최근에도 SNNPR주56)에서 유사하게 여성
이 토지 재분배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SNNPR주에서 정부 산하 토지
관리위원회(land administration committee)가 버려지거나 주인이 없는 토
지를 지역 내에서 분배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혼 여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은 가족 소유 토지나 남편의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경우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은 가족의 상속이나 정부
의 토지 재분배가 거의 유일한데, 이러한 권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속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여성이
법적으로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물려주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57)
토지를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토지에 대한 법적 보유 권한을
보장 받는 문제에 있어 여성은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한다. Deininger and
Ali(2008)에 따르면, 토지등록증을 명의별로 분류하였을 때 대표적인 4개 주
(티그라이, 암하라, 오로미아, SNNPR)를 통틀어 아내 명의로 토지 등록이 된
경우는 11.12%에 불과했다. 남편 단독 명의 등록증 비율은 이보다 3배 높은
35.68%였으며, 티그라이주의 경우 이 비율이 70.51%에 달했다. 이 비율은 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별 토지 등록 규정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각 주는 별도의 토지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별로 여성의 권
한에 차이를 두고 있다. 다른 주들은 부부 공동 명의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인 반면, 티그라이주에서는 가장이 단독으로 토지를 등록하면 되는데, 이
러한 규정의 차이가 티그라이주에서 남편 단독 명의 토지등록증 비율이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아울러 아내 사진은 등록증에 넣지 않아도 되는 오로미아주에
55) Hundie and Padmanabhan(2008), pp. 14-15.
56)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의 약자로 ‘남부국가민족주’로 번역되기
도 함.
57) Tura(2014),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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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동 명의 규정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남편 단독 등록 비율이 높았
다.58) 즉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경우 남성이 단독으로 토지소유권자로 인정
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상 권리가 보장되어도 현실
세계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규정되
지 않은 불완전한 제도는 심각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주는 이혼 시 부부 사이에 토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해두고 있으며, 4개 주에서 모두 여성은 이혼 후 부부 공동 소유지의 절반까지
자신의 몫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표 2-2 참고). 그러나 이혼 여성은 여
성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ura(2014)는 SNNPR주에서 이혼한 여성이 전 남
편으로부터 토지 분할 요구를 거절당하고, 고향에 있는 남자 형제로부터도 부
모에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분할을 거절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 공동 재산에 있어 여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
는 관습은 여성이 토지 관련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상당
수 여성들이 법적 권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사법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
황이다.59) 위의 사례에서 여성의 전 남편, 남자 형제, 조카 등은 해당 여성의 토
지 분할 요청을 거부함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여성은 이들의
거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적 강제가 없을 경우 여성들이 자체
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능력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것 또한 남성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거주 인구의 특
성상 농지에 대한 권리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도 연
관된다.

58) Deininger and Ali(2008), p. 1800.
59) Tura(2014),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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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에티오피아 주별 토지등록증 규정 및 토지 등록 명의
전체
토지등록증
명의 규정
토지등록증
사진 규정

-

가장 1인 명의

-

사진 미첨부

이혼 후 여성의
토지 소유

-

관련 규정
남편 명의 등록증
(%)
공동 명의 등록증
(%)
아내 명의 등록증
(%)

티그라이

암하라

오로미아

SNNPR

부부 공동

부부 공동

부부 공동

명의

명의

명의

사진 2개

사진 1개

사진 2개

(부부 사진)

(가장 사진)

(부부 사진)

아내가 토지

아내가 토지

절반 소유

절반 소유

아내가 토지

아내가 토지

절반 소유,

절반 소유,

토지 등록증은 토지 등록증은
미소유

미소유

35.68

70.51

8.58

57.95

21.43

51.68

13.36

79.23

28.98

68.91

11.12

14.29

10.84

11.36

8.4

자료: Deininger and Ali(2008), Table 2 및 Table 4, 오로미아주 토지등록증 규정은 p. 179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말라위
가. 농업 현황과 정부 정책
1) 농업 현황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말라위의 농업은 GDP의 약 1/3과
수출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2018년 기준 말라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64%이다.60) 말라위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는 약
88% 수준이다(그림 2-4 참고). 이렇듯 농업은 말라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60) World Bank(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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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말라위 농촌인구 및 총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단위: 백만 명, %)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1).

세계은행은 2010~16년 사이에 실시한 3차례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주요 재
배 작물 작황 조사를 병행하였다. 2017년에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
면, 말라위의 5대 주요 작물은 옥수수, 땅콩, 비둘기콩, 담배, 두류 등이다.61)
그중에서도 말라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작물은 옥수수다(그림 2-5 참고).
2010년 설문조사 응답자 중 98%가 넘는 인원이 옥수수를 생산한다고 응답하
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옥수수, 비둘기콩, 땅콩, 두류, 대두 순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16년 옥수수 재배 가구
비율은 약 3% 감소하였으나 95%가 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옥수수를 생산한
다고 답하였다.

61)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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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말라위 주요 작물 재배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p. 119.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말라위의 주요 작물 수확 면적은 [그림 2-6]과 같
다. 말라위에서 가장 많은 생산 면적은 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 수확
면적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143만 헥타르에서 약 168 헥타르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옥수수 재배 면적은 땅콩 재배 면적의 3.5
배에 이른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땅콩 수확 면적은 약 17만 헥타르에서
40만 헥타르로 약 2.4배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콩 수확 면적은 2000년
약 13만 헥타르에서 2018년 약 25만 헥타르로 약 1.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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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말라위 주요 작물 수확면적
(단위: 천 헥타르)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4).

말라위에서 비료 사용량은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2-7 참고). 그뿐만 아니라 질소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비료에 비해 상
당히 높은 편이다. 질소 비료 사용량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약 3.4만
톤에서 9.8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질소 비료 사용량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약 4톤 감소한 5만 8,000톤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질소 비료 사용량은 전
년에 비해 6톤이 증가한 약 11.8톤에 이르렀다. 2016년 약 6.3톤으로 다시 감
소한 후 2018년 8.8만 톤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인산질 비료와 칼륨 비료 사용
량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 대비
2018년 인산질 및 칼륨 비료 사용량은 질소 비료 사용량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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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말라위 비료 사용량
(단위: 천 톤)

자료: FAOSTAT(검색일: 2020. 12. 16).

2) 국가발전전략
말라위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말라위 성장과 발전전
략(MGDS: The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을 추진하였
다. 2006년 처음 도입된 MGDS 1단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년 중기전략이다.62) MGDS의 주요 목
표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사회 보호 및 발전 △ 영양결핍 및 HIV/AIDS
문제 개선 △ 기반시설 건설 △ 거버넌스 개선 등이다. MGDS 주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 중 하나로 말라위 정부는 농업 및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MGDS 2단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말라위 5개년 중기전략이
다. 말라위 정부는 MGDS 2단계에서 장기적인 개발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제성
62) Government of Malawi(2006), p. 12,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2006
-2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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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 목표를 제안하였다.63) MGDS 2단계에서는 1단계
목표에 역량개발과 양성평등 목표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와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등이 하위 목표에 추가되었다.
MGDS 3단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 에너지,
산업, 기반시설, 식수위생, 환경 관리 등을 아우르는 국가발전전략이다.64)
MGDS 3단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스탄불 행동계획, 동남아프리카 공동시
장(COMESA) 등의 규범 및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GDS 1, 2단계
의 주요 목표와 비교했을 때, MGDS 3단계에서는 ICT가 포함되었으며 하위
목표에서도 장애인 권한 향상, 평화, 안보 등이 국가발전전략에 추가되었다.

3) 농업 관련 정부 정책
농업은 말라위 경제성장과 수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 위주의 생산, 열악한 인프라, 토질 악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부족
현상은 말라위의 식량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65) 전체 농업 생산량의 70% 이
상을 차지하는66) 소규모 농민은 토질 저하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하락을 겪고
있다. 말라위 토양은 전통적으로 질소(nitrogen)나 인산질(phosphorus)과
같은 필수 토양 영양소가 부족한 경작지가 많다.67) 이 때문에 말라위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무기질 비료가 필수
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농가가 구매하기에 가격이 매우 비싸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68) 또한 관개
시설 미비, 천수답(rain-fed)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 등은 농작물의 생산성 악
63) Government of Malawi(2011), p. 12,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II: 2011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2).
64) Government of Malawi(2017), p. 16,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III: 2017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2).
65) World Bank(2020), p. 4.
66) Nkhoma(2018), p. 13.
67) Ibid., p. 1.
68)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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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4년 말라위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주식인 옥수수를 포함한 농산물 생
산량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국민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였다. 이에 2005년 말라위 정부는 충분한 옥수수 생산을 확보하
기 위한 신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표 2-3 참고). 정부는 신농업정책 발표와 함
께 농자재 투입 증가, 옥수수 생산성 향상, 농업 및 기반시설 개발, 농업마케팅
공사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 말라위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
한 농가 식량부족 완화, 소득 증가, 고용문제 해소 등을 위해 국가비료전략을
추진하였다. 국가비료전략은 유기질·무기질 비료 및 기타 투입물 공급, 농업
기술 및 지식 교육, 민간 부문 역량 구축, 교통 기반시설 건설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국가농업정책에서도 관개
시설 개선, 농산물시장 활성화, 농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2011년
국가농업정책과 함께 진행된 포괄적 접근 정책은 식량안보 및 위기관리, 기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농지사용을 위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 투입물 보조금 프로그램(FISP: Farm Inputs Subsidy Program)은 자
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국내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69) FISP는 옥수수와 두류 생산량 증가와 이를 통한 소
규모 농민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 FISP 수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쿠폰을
지급받게 되며 수혜대상자는 지정된 소매상에서 쿠폰을 무기질 비료와 종자 등
과 교환할 수 있다.

69) FISP에서 정의하는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농민”은 신체장애를 가진 자, 여성,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
구 또는 고아, 고령자, HIV/AIDS 보균자 등이다. Kilic, Whitney, and Winters(201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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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말라위 정부의 농업정책 목표와 전략
정책과 목표

전략
마케팅 및 기반 시설 활성화와 개발을 통한 생산 유도

신농업정책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준 이하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식량 부족 대응을 품질 유지
위해 옥수수 생산량 증대

농업 생산 및 투입 촉진
식량 안보를 위한 옥수수 생산 상품화
농업 투입물 판매업자와 영세 농민을 위한 민간 부문 역량 구축

국가비료전략
농가의 식량안보, 소득 및 고용개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농업 생산성 달성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기타 투입물의 사용과 관련 기술 및
지식 강화
도로 및 교통 기반 시설과 같은 공공 투자 규모 확대를 통한 농
촌지역 접근성 강화
비료 정책 개발, 비료 제조, 조달 및 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규
정 시행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촉진

국가농업정책

지속가능한 관개시설 개발

농업 생산성, 토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농산물 시장 개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관리를 통한 식량 주권 달성, 소득 식품 영양 보장
증대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및 경 농업 위기관리
제 성장
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여성,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농업 제도 개발, 민간협력 및 역량 강화
식량안보 및 위기관리
포괄적 접근정책

상업농 및 농산물 시장 발전

농업 생산성 증대, 식량안보 개선, 영양 지속가능한 농지 사용과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식품 생산 다양화, 농가 기술역량 강화
소득 개선 등을 통한 농업 성장 및 제도 및 역량 강화
빈곤감소
HIV/AIDS 예방 및 완화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개선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2005), “A New Agricultural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30);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2007), “The National Fertiliser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9); Ministry of Agriculture, Irrigation and Water Development(2016), “National Agriculture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9);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2011), “Malawi Agricultural Sector
Wide Approa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8).

FISP의 목표는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농민에게 비료와 개량종자 등 농업 투
입물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가와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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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ISP는 비료와 종자 공급을 통한 옥수수와 콩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
다. FISP는 프로그램 효율성 극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여덟 가지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소규모 농민 우선 지
원 △민간 부문의 농업 투입물 및 분배과정 참여 촉진을 통한 민간의 농업 역
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소규모 농민의 농업 기술 및 지식 역량 강화 △농산
물 생산 및 식품 소비 다각화를 통한 옥수수 의존도 감소 △수혜자 관리 및 등
록 통합 시스템 운영 △토양 비옥도 및 환경 문제 개선70)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도입 등이다.
FISP는 수혜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자재를 지원한다(표
2-4 참고). FISP가 도입된 2005년 수확 시기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옥수
수 재배 지역에 쿠폰을 할당하였으며 수혜자는 소규모 농민 비료회전기금
(SFFRFM: Smallholder Farmers’ Fertilizer Revolving Fund of Malawi),
농업발전 및 마케팅공사(ADMARC: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Marketing Corporation) 등을 통해서만 비료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수혜자는 구체적인 비료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쿠폰을 제공받았다.
2006~07년 사이에는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농업식량안전부, 마
을발전위원회, 지역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쿠폰을 지급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지급받은 비료 쿠폰은 SFFRFM, ADMARC뿐만 아니라 정부
가 지정한 비료 및 옥수수 종자 소매상에서도 비료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 시
기에는 비료 종류별 쿠폰이 지급되었으며, 비료 매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농업 확장계획지역(EPAs: Extension Planning Areas)71) 외곽

70) 이를 위해 유기질 비료사용, 토양유형 및 농작물 생산에 적절한 비료를 연구하고, 농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두류 작물 및 유지 작물(oilseed) 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71) 농업발전구역(ADDs: Agricultural Development Districts)과 함께 말라위 농업의 발전정도를 행
정적으로 구분하는 단위임. ADD는 말라위를 농업발전정도에 따라 28개의 구역으로 나눔. EPA는 AD
D의 구역에서 세부 지역으로 나누어 총 187개의 구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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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지역에 할증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농민의 문제 제기 및 지
급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할증료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2008~13년 사이에는 쿠폰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다. 쿠폰을 지급받는
수혜 농가는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역 관계자에게 정보
가 공유되었다. 또한 FISP 수혜자는 쿠폰 지급 및 비료 교환 과정에서 신분증
을 통한 신분 확인이 요구되었다. 쿠폰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쿠폰에 수
혜대상자의 고유번호를 기입하여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였다.
그리고 쿠폰의 지역 내 유출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농업식량안전부와
국제개발부는 쿠폰 위조 방지와 쿠폰 보안 강화를 위해 쿠폰 지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매상을 통한 비료 교환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SFFRFM 및 ADMARC를 통한 비료 교환만 허가했다. 마지막으로 목화 재배와
관련된 자재도 쿠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72) 형식의 e쿠폰을 도입
하였다. 말라위 일부 지역에서 수혜대상자의 쿠폰이 농업식량안전부와 국제개
발부 등에 반환되지 않아 언제, 어디서, 누가 쿠폰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기가 어
려웠다. 말라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스크래치 카
드 형식의 e쿠폰을 도입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FISP 수혜자는 동전 등으로
쿠폰을 긁어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비료 지급기관의 웹사이트에 번호를 등록을
해야 비료 및 종자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곽 지역이나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원활한 비료 및 종자 조달을 위해 민간 부문을 활용하
였다. 2014~16년 사이 추가적으로 시행된 제도는 민간 업체를 통한 쿠폰 교환
정책이었다. FISP 수혜자가 민간 종자 판매 업체에서 옥수수와 콩 비료 구매를
원할 경우 각각 10.50 달러와 5.70달러에 상응하는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72) 동전 등으로 표면을 긁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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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지급 관련 신규 정책

쿠폰 상환 관련 신규 정책

SFFRFM 및 ADMARC를 통한

제공 추가

농업개발부를 통한 목화 투입물

상을 통한 쿠폰 교환 추가

주요 비료 및 옥수수 종자 소매

쿠폰 교환

자 신분증 확인

수령 및 상환 과정에서 수혜

쿠폰 보안 강화

목화 재배와 관련된 쿠폰 상환

수혜자 고유번호 지정을 통한 쿠폰 상환

공개회의 활용

농가 등록,

원회를 통한 지급 추가

농업식량안전부, 마을발전 위

지역별 배분,

적 권위를 통한 지급

옥수수 재배 지역 할당, 전통 SFFRFM 및 ADMARC를 통한

73) 구체적인 비료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쿠폰으로 지급됨.

2008~13년

2006~07년

2005년

기간

옥수수 교배 종자 2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지급

NPK 비료 50kg 및 요소 비료 50kg 교환 쿠폰

비료 교환 수수료 MK 950

4kg 교환 쿠폰 지급

옥수수 교배 종자 2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지급

NPK 비료74) 50kg 및 요소비료 50kg 교환 쿠폰

지원 규모

콩 종자 2kg 지급(대두일 경우 3kg 지급)

10kg 교환 쿠폰 지급(2009~13년)

옥수수 교배 종자 5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지급

비료 교환 수수료 MK 500(2009~13년)

옥수수 또는 콩 종자 쿠폰 추가 비료 교환 수수료 MK 950(2007~08년)

의 다른 지역에서 인쇄

쿠폰 보안을 위해 배분지역 외

쿠폰보안 강화

수혜자 고유번호 지정을 통한 4kg 교환 쿠폰 지급(2007~08년)

EPAs 할증료 폐지

EPAs 할증료 도입

비료 매입시스템 도입

비료 종류별 쿠폰 제공

비료 쿠폰73)

기타 특성

표 2-4. FISP 기간별 쿠폰지급 및 상환 특성과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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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 없음

쿠폰 지급 관련 신규 정책

민간 종자 회사를 통한 쿠폰상환

쿠폰 5.7달러)

수수 쿠폰 10.50달러, 콩 종자

쿠폰 상환가치를 달러로 인정(옥

쿠폰 상환 관련 신규 정책

종자 조달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비료 및

지급

MK 1,000 (2014~16년)

콩 종자 2kg 지급(대두일 경우 3kg 지급)

6kg 교환 쿠폰 지급(2016년)

옥수수 교배 종자 5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8kg 교환 쿠폰 지급(2014~15년)

옥수수 교배 종자 5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NPK 비료 50kg 및 요소비료 50kg 교환 쿠폰

e종자쿠폰 도입(6개 지역 시행)

지원 규모

스크래치 쿠폰 형태의

기타 특성

74) NPK(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비료는 질소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비료를 의미함.

자료: Dorward, and Chirwa(2013), pp. 92-93; Logistics Unit(2013), pp. 3-4; Logistics Unit(2014), pp. 3-4; Logistics Unit(2015), p. 3; Logistics Unit(2016), pp. 3-21; Logistics
Unit(2017), p. 2; Nkhoma(2018), p.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4~16년

기간

표 2-4. 계속

FISP의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2005년 프로그램 도입 시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FISP 수혜자 기준은 비료를 하나 혹은 두 개 이
상 구매할 여유가 없는 소규모 농민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구매할 능력을 평
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75) 2008년부터 수혜자 기준이 수립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이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
한(resource poor) 가구,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 노인·아
동·여성·고아, HIV/AIDS 감염자 등 취약계층의 가구 등이 해당되었다.76)
FISP 수혜자 기준에 충족한 지원 대상자는 농업식량안전부, 지방 정부, 종교
지도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개방 마을회의(open village meetings)를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친 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77)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FISP 수혜자 기준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는데 이는 2009년
기준 선거 유권자 신분증 소유 여부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2012년부터 선거 유권자 소유 기준
은 폐지되고 이전 수혜자 기준으로 회귀하였다.78)
FISP 지역적 지원 대상 기준은 EPA에 포함되고 옥수수 및 담배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EPA 지역 중 옥수수 및 담배를 생산하는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또한
2005년 FISP 도입 초기 수혜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후 지역적 지원 대
상 기준은 EPA 지역에서 옥수수와 두류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또한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하였다. 그러나 수혜자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EPA 지역 중에서도 농업 생산성 및 발전 수준이 낮고 소규모 농민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79)
2005년 FISP가 도입된 이후 말라위 정부는 NPK 비료(질소 비료, 인산질 비
75) Nkhoma(2018), p.15.
76) Dorward and Chirwa(2013), p. 229.
77) Ibid., p. 105.
78) Ibid., p. 105.
79) Ibid.,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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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칼륨 비료) 50kg와 요소비료 50kg으로 교환할 수 있는 두 개의 쿠폰을 지급
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표 2-4 참고).
2008~16년까지 비둘기콩, 땅콩 등과 같은 콩 종자는 2kg를 지급하고 대두일
경우에만 3kg을 지급하였다. 각 기간별 지원 혜택의 차이점은 쿠폰을 비료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가격 변화와 옥수수 교배 종자 및 방임 수분 품종
종자 지원 규모의 변화이다. 첫째, 비료 교환 수수료는 2005년부터 2008년까
지 950콰차(6.28 달러)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콰차(3.1 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쿠폰을 비료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수
수료가 2배 증가하여 1,000콰차(8.35 달러)가 되었다.80) 둘째, 정부는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옥수수 교배 종자(hybrid seed) 2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
자(Open Pollinated Variety) 4kg에 대한 교환 쿠폰을 지급했다. 2009년부
터 2013년까지 옥수수 교배 종자 5kg 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10kg 교환 쿠
폰이 지급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급받는 종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옥수수 교배 종자 지급은 5kg으로 이전과 동일하나 방임 수분 품
종 종자 지급은 8kg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방임 수분 품종 종자 지급이
2kg 추가적으로 감소했으며 농민들은 6kg의 교환 쿠폰을 지급받았다.
이렇듯 말라위 정부는 농자재 보급을 통한 농민 지원에 적극적이며, 시기별
로 지급 기준, 지급 규모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종자 및 비료 쿠폰을 꾸
준히 지급하였다.

나. 토지 정책
1) 배경
말라위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농업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
하다. 또한 고질적인 식량 불안, 토지 황폐화, 빈곤 문제가 이어져 왔다. 말라위
80) WB 공정환율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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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대부분은 천수(rain-fed)답에서 역내 소비용 식량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규모 상업 관개 농지에서는 수
출용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부분 토지소유권이
관습적이며,81) 1헥타르 미만의 작은 면적을 소유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은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불평등한 토지 분배는 편파적 제도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
고 고착되어 왔다. 1964년 독립 당시 말라위의 땅은 사유지, 공공 소유지, 관습
적 토지(customary land)로 나뉘어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 관용토지의 처분
(alienation)을 통해 취득한 사유지에서는 차나 담배 등의 수출 작물이 대량 재
배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토지(estate)는 독립 후 엘리트 계층의 재산이 되었
고, 초대 대통령의 30년 재임 동안 이전처럼 수출 작물 위주의 경작에 이용되
었다. 국가의 무역 수입에 있어 수출 작물의 중요성이 컸던 만큼 이러한 대규모
사유지들은 농업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소규모 농가의 생산은
지역 내 소비를 위한 농산물 경작에 국한되었다. 1990년 정책 개정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도 대표적 수출 작물인 담배를 재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토지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했다.
말라위에서는 2000년까지 소규모 농가 중 55% 이상이 1헥타르 미만의 토
지를 소유하였다.82) 이는 인구 증가에 의한 1인당 토지 보유량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예를 들어 1인당 토지 보유량은 1968년 평균 1.53헥타르인 데 비해
2000년 평균 0.8헥타르였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대통령 직속 토지개혁 조사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f
Inquiry on Land Reform)를 설립했다. 위원회에서는 토지 분배와 관리 과정
에 산재한 불평등과 빈곤층 소외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토지 과
밀, 식민지배하 토지 정책의 잔재, 관습법상 공용 토지의 사유화, 토지 개발에
81) 관습적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불안정함.
82) Landlinks, “Country Profile: Malaw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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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 부실, 일부 토지의 무작위 분배, 미사용 토지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특히 당시 대규모 토지는 대부분 일부만 경작되는 반면 소규모 농가의 토지는
과하게 경작되어 황폐화되는 실정을 고려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토
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99년 발간된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보다 효율
적이고 공평한 토지 분배를 이루고자 제정된 2002년 「국가토지법령(National
Land Policy)」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 정비나 토지 행정은 아
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83)
이후 정부는 2004년에 보다 효율적인 토지 분배를 위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타 공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 기반 농촌 토지개발 시범 프로그램
(CBRLDP: Community-Based Rural Land Development Programme)
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시장 원리를 이용해 약 60만 헥타르에 달하는 미개
간 토지와 활용률이 낮은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토지가 부족한 농가에게 재
분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1만 5,000가구를 재정착
(resettle)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사업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규 정착
민들은 재정착 지원금에 의존적이었으며, 기존의 전통적 지도자들이 정책에 협
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84)
이렇듯 말라위에서는 토지 접근성 및 관리 문제가 심각하며, 농가가 180만
가구에 달하는 데 비해 정부 정책의 대상 규모가 작고 확장되지도 못하는 등 해
결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빈곤 해결과 식량 안보 제고, 원조 제공에 있어 토지
접근성, 토지 보유 체계, 자원 관리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토지제도
말라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의 매매와 증여 등이 자유로우나 국가가 사
적 토지 소유에 개입할 여지가 큰 편이다. 2016년 「토지법(Land Act)」에 따르
83) Centre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Advocacy(2010), pp. 1-3.
84) Landlinks, “Country Profile: Malaw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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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공유지(public land)와 사유지
(private land)로 구분된다. 공유지는 정부 소유지와 미할당(unallocated)
관습 토지로 분류되고, 사유지는 영구소유 토지(freehold), 임차보유 토지
(leasehold), 관습적 사유지(customary estate)와 「등록토지법(Registered
Land Act)」에 의해 사유지로 등록된 토지로 나뉜다. 해당 법령하에서 개인에
게 영구소유 토지를 할당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법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받는 것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대통령
및 담당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법령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부에는 법인의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 측 토지 담당관
(commissioner for lands)이 모든 토지의 행정, 부여, 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관할한다. 특히 공공 소유지의 부여, 임대, 인도, 기타 처분과 수자원(running
or stagnant water)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계약 또는 라이선스의 서명
과 실행 등을 총괄한다.85)

글상자 2-4. 말라위 토지법령 주요 조항 1
제3부 전반
제8조 토지 귀속
모든 토지는 국가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제9조 영구소유 토지 부여 금지
영구소유 토지는 어떤 개인에게도 할당 또는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법인의 토지 보유 권한
(1) 대통령과 협의하에 장관이 발행한 토지 보유 허가(license)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는 법
인에 대하여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장(assure)되거나,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의 대리
주체에 의해 취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는 Companies Act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말라위
에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법령하에 설립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2016), Land Act, 2016.

85)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2016), Land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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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 담당관은 사유지와 공공 토지를 제외한 관습 토지에 대해 상당히
넓은 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며, 관습법상 토지 소유주가 법규를 어길 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토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 감독 권한에는
토지 이용 용도, 토지 내 농작물 재배와 목축, 토지 배수 유지관리, 울타리·수원
지·제방 및 하천의 보존과 보호, 토양·수자원·삼림지·목초지 및 기타 천연자원
관리 등 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말라위의 독립 이후 토지의 분류와 토지 보유 유형 등을 정리
한 1965년 「토지법(Land Act)」에서 출발하였다. 1965년 「토지법」상 관습에
의한 토지는 국민의 소유이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여되며, 기업 또는 여타 특
정 행위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승
인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유지 및 관습적 토지를 사유지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초대 대통령은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관습적 토지를 사유화한 바 있다. 또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역 정부에 토지 전환과 사용, 점유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
용하여 기존에 관습 토지에 거주하던 토착민을 법에서 규정된 합당한 보상 없
이 강제 이주시키는 등 부당한 토지 거래 및 횡령이 일어난 바 있다.86)
글상자 2-5. 말라위 토지법령 주요 조항 2
제6부 토지 사용자
제41조
(1) 이 법에 따라 담당관은 … (중략) … 도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마을 내에서 공유지 또는 사
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사용을 규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중략)
(3) (1)항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 토지 이용, 작물 재배 및 재배 방법, 목축, 적절한 토지 배
수 유지, 토지 울타리와 토지에 대한 접근 경로 유지관리, 수원지, 제방 및 하천의 보존과 보
호, 토양, 수자원, 삼림지, 목초지 및 기타 천연 자원의 관리 및 보전 등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86) 배유진(2019), pp.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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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5. 계속
(4) 담당관은 토지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명령, 규정, 지침 또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중략)
(6) 본 조에 근거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담당관은 통지에 의해 해당 위법행위가
행해진 토지점유권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법 당사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토
지를 비워야 한다. 퇴거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며 토지 사용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불
법이다.
자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2016), Land Act, 2016.

세계은행에 따르면 수출 작물 생산을 우선시하던 말라위 정부에 의해 1977
년에서 1983년 사이 40만 헥타르에 달하는 관습 토지가 임대용 토지로 전환되
었으며, 1997년까지 약 120만 헥타르가 전환되었다. 임대가 만료되면 토지는
관습 토지로 전환되는 대신 공공 토지가 되며,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다시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농촌의 관습 토지 중 큰 비중이 사유지
나 공공 토지로 전환되고, 일반 농가에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크게 줄어들
었다.87)
2002년 「토지법령」이 개정되고 2016년 「토지법」과 「관습토지법」, 「토지취
득법」 등이 개정되면서 토지 보유와 분류 유형이 개편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졌다. 2002년 국가 「토지법령(National Land Policy)」88)
에 따르면 자유 보유 토지, 임차 보유 토지, 관습적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든 토
지는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지역으로 선정 및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이전 법령과는 다르게 개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관습적 사유지가 자동적
으로 공유지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토지의 소유주들이 정부의 계획과 개발 법
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개정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67년 「관습토지법(Customary Land Act)」은 관습적 사유지를 공식적으
로 사유지로 등록하여 개인 소유주들이 일정 부분 정부의 토지 관련 재량권
87) Kishindo(2004), p. 215.
88)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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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당시의 날인증서등록제도
(deeds registration system)하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
련된 문서의 등록 및 공개는 가능한 한편,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보장
은 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토지 소유 등록 제
도를 마련하기 위해 등기제도(title registration system)가 도입되고 2017년
「등록토지법(Registered Land Act)」이 개편되었다.

3) 농업 생산성 및 젠더 측면에서 토지제도의 영향
토지 접근성과 토지 소유의 안정성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말라위
의 토지제도가 이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말라위
는 농지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와 안정된 토지 소유를 제고하기 위해 수차
례 토지제도를 개혁했으나, 농민들의 토지 소유 안정성과 토지에 대한 접근성
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저해된 면도 상당하다.
정부는 독립 이후 토지소유권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토지 소유 개념과의 충돌로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 일례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말라위는 1967년부터 릴롱궤 토지 개
발 사업(Lilongwe Land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릴롱궤 주변의
1,000여 개 마을 토지소유권을 현대화하고자 하였다. 해당 사업은 오랜 기간
말라위 토지 소유, 분배의 근간이 되던 관습법에 의거한 「단체 토지소유권
(group land rights)」을 성문법에 의거한 개인의 소유권으로 대체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마을 구역의 경계 구획, 가구 소유 토지 등록, 세대 대표자에게
토지 소유 증서 발급 등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가구 소유 토지’는 지역 관습
상 전통적으로 모계를 따라 상속되고 관리되던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졌으나, ‘가구’의 개념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정부
의 사업 수행 인력은 ‘가구를 대표하는 개인’을 남성 연장자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모계 가계 중심으로 단체 소유(group land right) 형태였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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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가구 대표로 지정된 남성 개인에게 돌아가며 혼란이 초래되었다. 특
히 해당 사업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을 등록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는
데, 이러한 방침은 한 개인이 각자의 가정을 가지면서도 모계 가계 일원으로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던 기존의 공동 토지 소유 형태와 충돌하였다. 결론적으로
토지가 한 남성 개인으로 대표되는 단일 가계에 귀속되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89)
해당 토지제도 개혁 사업은 토지소유권 개혁과 남성 주도의 담배 재배를 추진
하던 릴롱궤 농촌 개발 프로그램(Lilongwe Rural Development Program)의
일부로, 젠더 측면에서 또 다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수확, 가공 등 담배 재배
과정에서 남성들이 독보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남성들이 담배를 판매
한 돈을 일차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정 내 남성들의 권력이 커
지고 남성들이 아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혼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러
한 경우 한정된 농지와 자원을 여러 가정에서 분할해 사용하는 상황이 되며 남
성이 사망할 시 남겨진 미망인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상속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여성들이 남편의 다른 부인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혼란과 갈등의 여지가 크다.90)
앞서 언급된 외부인의 타 지역 내 불안정한 입지 등의 요인은 여성의 토지 소
유 불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법령상으로는 토지소유권에 있어 성별에 의
거한 차이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선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
의 사망 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토
지소유권을 잃는 것은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 더불어 법령상으로는 토지 거래,
토지 접근에 있어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토지를
매매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조항
89) Holden, Kaarhus, and Lunduka(2006), pp. 63-65.
90) Kaarhus(2010).

70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은 유명무실하다.91) 이렇듯 성문법과 관습법 모두에서 여성을 명시적으로 배
척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해당 사업의 장기간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개인 소유로 등록
된 토지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2003년 UNECA의 보고에 따르면 말라위
의 토지소유권 비중은 성문법상으로 개인 소유가 8%, 국가 소유가 20%를 차지
하고, 관습법상 공동체 소유가 72%를 차지하며 전체 토지의 대부분이 관습적
공동 소유지에 해당하였다.92) 또한 성문법이 관습법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도
못했는데, 2012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도 농촌 지역 토지의 80% 이상이 관
습적 임대지로, 소유주들의 권리가 지역마다 다른 관습법에 따라 규정되어 단
일한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형태임을 지적하고 있다.93) Takane(2008)의
설문조사 결과 또한 말라위의 다양한 지역에서 대부분의 토지 거래가 지역사회
에 따라 다른 관습적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지제도상 지역의 전통적 지도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많고, 관
습적 소유지가 많으며 사유지 취득 경로의 특성상 말라위 농민들의 토지 소유
보장 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우선 [표 2-5]에서 보이듯, 사유지 취득 방식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할당 또는 상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농촌의 경우 지역 지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임대(단기 및 무료)가 다음으로 많고 구입은 비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91) UNECA(2003), p. 3.
92) Ibid., p. 2.
93) World Bank(2012), “Improving Land Sector Governance in Malawi,” p. vii,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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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말라위의 사유지 취득 방식
(단위: %)

취득 방식
가족으로부터 상속

전국

도시

농촌

71.7

46.0

73.7

지역 지도자로부터 부여(grant)

9.3

15.6

8.8

단기 임대

8.6

8.7

8.6

구입

4.2

15.9

3.2

전입

0.5

1.1

0.4

신부지참금(bride price)

0.5

0.0

0.5

임차보유(leasehold)

0.1

0.0

0.1

소작(farming as a tenant)

0.2

0.5

0.2

기타

5.0

12.2

4.4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p. 114.

토착민의 경우 소속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으로부터 혹은 지역 지도자로부
터 할당된 토지를 일평생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반면, 외
부인들은 토지 보유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정착 초기 지역 혈연·지연
이 없는 시기에는 해당 지역 지도자의 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지역사회 내
행사에 참여하고 지도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입지를 다지지 않으면 경작할 토
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토지를 얻고 난 뒤라도 할당에 붙은 조
건을 어기거나 지역사회의 규칙 등을 어긴 경우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으며, 이
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94)
이러한 가운데 늘어나는 농업 인구에 비해 새로이 분배될 수 있는 미사용 토
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토지 부족이 심화되고 토지 면적당 인구가 과포화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상속할 토지가 부족하여 본래 한 가구에서
경작하던 농지를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분배하거나, 한 자녀에게만 토지를 주
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작
94) Kishindo(2004),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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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토지가 없는 농민이 증가하게 되었고 1인당 경작지 면적 또한 점차 줄어 생
존을 위한 식량 생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듯 토지에 대한 접근성
이 열악하고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토지를 얻고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들도 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주민들은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토지 소유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결과
적으로 전반적으로 토지를 안정적으로 보유한 농민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불안
정성으로 인해 농지에 대한 장기 투자에 소극적인 농민들이 늘며 농업 생산성
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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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을 포함한 OECD/DAC 공여국의 대(對)에티오피아 및 말라위 농업 지
원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는 제2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자재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데, 그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농업 원조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ODA 수원 현황을 분석한다. ODA 지원액은 OECD가 제공하는 공여국보고체
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농업 ODA’는 CRS 코드 기준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의 합을 일컫는다. 농촌 개발(43040)은 CRS 분류상 기타 다부문(Other
Multi Sector)에 속하지만 두 분야의 사업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
국은 CRS상 농업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과 농촌개발로 분류되는 사업을 모두
‘지역 개발’이라는 하나의 분류하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
업 분야 지원 동향 분석 시 농촌 개발 분야를 누락한다면 분석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CRS 데이터베이스에서 농업은 다시 18개 하위 분야로 세분화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지제도 및 농업 생산성과 관련이 높은 농지 자원
(31130), 농업용 수자원(31140), 농업 투입물(31150), 식량 생산(31161), 농
지 개혁(31164)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지 자원 부문에는 농지 조사, 농지
개간, 토질 개선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농업용 수자원 부문은 관개 시설, 저수
지 등 농업용수 관련 사업을 다룬다. 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보급하는 사업은
농업 투입물 부문으로 분류되며, 식량 생산 부문에는 옥수수, 밀 등 곡물, 채소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농지 개혁은 일반적으로 토지 재분배 및
소유권 조정 등을 지칭하며, OECD는 농업 분야 조정도 해당 분야에 포함하고
있다. 농촌 개발 분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및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사업도 포함한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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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에티오피아 및 말라위 상위 공여국(2009~18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에티오피아

말라위

국가

지원액

국가

지원액

1

미국

8,307

미국

11,236

2

영국

4,387

영국

2,628

3

독일

1,074

노르웨이

1,313

4

캐나다

1,009

독일

649

5

일본

777

일본

430

6

네덜란드

765

아일랜드

333

7

노르웨이

457

캐나다

237

8

아일랜드

453

벨기에

148

9

스웨덴

441

호주

95

10

한국

377

아이슬란드

58

주: 1) 전 분야에 지원된 ODA 기준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DAC 회원국 간 순위이며, 다자기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에티오피아 및 말라위에 지원된 한국 농업 ODA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한국의 지원 동향을 다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DAC 회원국 전체, 미국, 영국, 일본의 ODA 지원 동향을 함
께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
서 지원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상위 공여국이다. 2009~18년 지원 총액 기준
양국이 지원한 ODA는 에티오피아의 경우 전체 ODA 수원액의 33%, 말라위
의 경우 35%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의 원조가 분석 대상 국가 전체 ODA 수원
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
은 원조 행태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원조 경향 또
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모두에서 상위 공여
국으로 OECD/DAC 공여국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에티오피

95) OECD, “DAC and CRS code li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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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 10위 공여국으로, 10년간 3억 7,7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말라
위의 경우 12위 공여국으로, 같은 기간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국은 다
른 상위 공여국에 비해 중점협력국인 에티오피아와 그렇지 않은 말라위에 대한
지원액 편차가 매우 크다.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이며 많은 ODA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은 총 24개국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외
에 6개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들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어 있다. 중점협력
국을 대상으로 수립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서는 국가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각국의 CPS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5개국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 ODA 사업을
포함한 지역 개발이 중점 분야로 선정되어 있다.96)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농업
을 국가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지역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실시된 농업 분야 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관개시설 건설, 농업 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 및 식품 제조기
술 전수, 농촌 개발 역량 강화 등이 있다.97) 이러한 사업들 중 다수는 앞서 개요
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농지 관련 6개 분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에티오피아에 지원된 ODA의 상당 부분은 농지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분야에 지원되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3억 7,700만 달러로 이는 해당 기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

96) 2016년 발표된 2기 국가협력전략(CPS) 기준이며, 지역개발은 농업 및 농촌 개발을 포괄함; ODA Korea,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1).
97) ODA Korea, 「국별 현황-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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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지원한 ODA의 13%에 해당한다. 이 중 에티오피아에 지원된 ODA 총액
의 10.8%에 해당하는 4,100만 달러가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에 지원되었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10년간 농촌 개발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지원액
이 1,41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농업용수자원 부문에 1,260만 달러
를 지원하였다. 다른 중점협력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농촌 개발과 농업용수
자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농지 자원, 농업 투입물, 식량 생산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개혁은 사안의 특성상 공
적개발원조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98) 지난 10년 누계를 기준으로
국가별 세부 분야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에티오피아에 지원된 농업 원조에
서 토지 관련 ODA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점 분야가 지역 개발이면서
토지 관련 ODA의 지원 비중도 높은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여러 중점협력
국 중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볼 수 있다
(표 3-2 참고).
한국의 대(對)에티오피아 농업 ODA 지원액은 2009년까지는 1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2010년 ‘오로미아주 아르시 농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99) 그 이후 꾸준히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이 발
굴되고 진행되었는데, 이는 1기 및 2기 CPS 수립 시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
으로 선정되고 농업이 중점 분야에 선정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00) 한국의 농업 ODA 지원액 추이를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 보면 [그림
3-1]과 같은데, 국가별로 농업 ODA 지원액 증감에 차이가 있다. DAC 회원국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농업 분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98)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공여국의 원조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지 제도 개혁은 수원국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
문에 개발협력 차원에서는 지원 규모가 커지기 어려운 분야이다. 다만, 등기부등본의 전산화와 같은
토지등록제도 개선은 최근 들어 우간다, 르완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
에 향후 관련 협력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99) KOICA 통계조회서비스 DB(검색일: 2021. 1. 15).
100) 관계부처 협동(2012); 관계부처 협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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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09년 7,900만 달러였던 지원액은 2016년 까지 3.6배 증가하여 2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8년 지원액은 1억 9,400만 달러에 그쳤다. DAC 회원국 전체 지원액
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영국의 ODA 지원액은 DAC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미국의 ODA는 2014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농업 ODA의 급증은 대부
분 농업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15년
ODA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ODA의 136배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연도에 농지 자원 분야 지원액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과 미국, 영국 농업
ODA 지원액의 격차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3년까
지 농업분야 지원액이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표 3-2. 한국의 중점협력국 대상 토지 관련 ODA 지원 현황(2009~18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우간다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농지 자원

0.2

-

-

-

-

-

-

농업용 수자원

12.6

1.8

0.3

-

3.7

21.0

-

농업 투입물

-

-

-

-

2.8

0.1

-

식량 생산

3.2

0.2

0.2

0.5

-

0.1

1.2

농지 개혁

-

-

-

-

-

-

0.7

농촌 개발

14.1

2.3

20.2

3.3

2.6

9.9

6개 분야 총합

30.1

4.2

20.7

3.8

9.1

31.1

1.9

(비중)

(74%)

(26%)

(47%)

(16%)

(44%)

(67%)

(24%)

기타 분야

10.6

12.3

23.2

20.0

11.4

15.3

6.1

(비중)

(26%)

(74%)

(53%)

(84%)

(56%)

(33%)

(76%)

계

40.7

16.6

43.9

23.8

20.5

46.4

8.1

주: 1)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의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는 지원액이 전무한 경우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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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농업 ODA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DAC

주요 공여국

주: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 총 지원액 추이이며, 모든 데이터는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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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여국과 한국의 지원 경향을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농업 ODA가 전
체 ODA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측면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참
고). 최근 10년간 DAC 회원국 추이를 보면 농업 ODA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
가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DAC 회
원국 전체 추이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농업 ODA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체 ODA 지원액 대비 농업 ODA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하여 2013년에는 26%를 기록하며 DAC 회원국들의 농업 ODA 비중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농업 ODA의 비중이 2016년까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소폭 반등하였다.
다른 주요 공여국들도 대부분 2009년 대비 농업 ODA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그 추이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까지는 농업 ODA가 전체 ODA

그림 3-2.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전체 ODA 대비 농업 ODA 비중 추이
(단위: %)

주: 전체 ODA 지원액 대비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의 총합의 비중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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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201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며
DAC 회원국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에는 비중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 농업 ODA의 비중은 한국과 같은 7%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까지 농업 ODA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일본은
2012년까지 농업 ODA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5%를 기록
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9년 수준인 4%를 기록하였다.
농업 ODA 내에서 농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6개 ODA 분야(농지 자원,
농업용 수자원, 농업 투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가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DAC 회원국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
년에 55%에 달했던 농지 관련 ODA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그림 3-3. 농업 ODA 대비 토지 관련 ODA 비중 추이
(단위: %)

주: 1)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의 총합 대비 토지 관련 6개 분야(농지 자원, 농업용수자원, 농업투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 총합의 비중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미국의 경우 토지 관련 ODA 비중이 미미하여 그래프에서 제외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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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가 농업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DAC 회원국 전체 추이와는 반대로 농업 분야 지원액에서 농지 관련 분야가 차
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급증하였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토지 관
련 6개 분야가 농업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는 그 비중이
12%에 불과했던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농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ODA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한국과 유사하게 농지 관련 ODA의 비중이 증가하
다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변화폭은 한국에 비해
급격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농지 관련 ODA의 비중이 2012년까지는 증
가했으나, 이후 농지보다는 다른 분야의 농업 사업 지원에 주력하면서 농지 관
련 ODA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농지 관련 ODA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식량 생산 관련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농지 관련 6개 분야
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미국은 에티오피아에서 지속적으로 농업 개발
(31120) 분야에 집중해왔으며, 지난 10년간 해당 분야 지원액도 점차 증가하
였다.

표 3-3. 에티오피아 농업 ODA 대비 각 세부 분야 비중 및 지원액(2009~18년 누계)
(단위: %, 만 달러)

세부 분야(CRS 코드)

DAC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농지 자원

비중

14.5

0.6

42.9

2.8

-

(31130)

지원액

26,278

23

6,440

175

-

농업용 수자원

비중

3.1

31.1

-

6.1

-

(31140)

지원액

5,631

1,263

-

375

-

농업 투입물

비중

1.7

-

-

18.4

-

(31150)

지원액

3,119

-

-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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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단위: %, 만 달러)

세부 분야(CRS 코드)

DAC

한국

영국

일본

미국

식량 생산

비중

2.2

7.8

-

2.3

0.0*

(31161)

지원액

4,014

317

-

140

3

농지 개혁

비중

0.9

-

-

-

-

(31164)

지원액

1,696

-

-

-

-

농촌 개발

비중

11.3

34.6

37.2

0.7

0.3

(43040)

지원액

20,477

1,407

5,583

43

116

비중

33.8

74.0

80.1

30.3

0.3

지원액

59,519

3,010

12,023

1,874

119

비중

66.2

26.0

19.9

69.7

99.7

지원액

121,557

1,058

2,981

4,316

37,585

계

비중

100

100

100

100

100

계

지원액

181,076

4,068

10,504

6,190

37,704

6개 분야 총합

기타 농업 부문

주: 1)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의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는 지원액이 전무한 경우이며, *는 0.01%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농업 ODA 대비 농지 관련 6개 세부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DAC 회원국 전체,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6개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3 참고). DAC 회원국들은 지
난 10년간 총 18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ODA 중 6억 달러 정도만 농지 관련
ODA에 지원하였으며, 비율로 따지면 33.8%에 불과하다. 6개 분야 중에서는
농지 자원 부문에 가장 많은 14.5%를 지원하였으며, 이어서 농촌 개발 부문에
11.3%를 지원하였다. DAC 회원국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세부 분야는 농지
관련 6개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은 농업 개발(31120) 부문으로 전체 농업 ODA
의 42.5%에 달하는 약 7억 7,0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101) 가장 지원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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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분야는 농지 개혁으로, 10년간 지원된 금액이 전체 ODA의 1%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농지 개혁과 관련된 협력 정책은 수원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OECD/DAC 국가들의 원조 규모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비중을 농지 관련 ODA
에 할애하고 있다. 총 4,068만 달러의 농업 ODA 중 3,010만 달러를 토지 관
련 분야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농업 ODA 총액의 74%에 달한다. 토지 관련
ODA 대 기타 농업부문 ODA의 비중이 DAC 회원국 전체 추세와 반대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한 분야는 농촌 개발로, 전체 농업 ODA
의 34.6%인 1,40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DAC 회원국이 해당 분야에
할애한 비중(11.3%) 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업용 수자원 부문에는 1,263만 달
러를 지원하였으며, 해당 분야가 농업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DAC 회원국(3.1%)의 10배에 달한다. 반면 농업투입물 및 농지 개혁 부문에는
10년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교 대상이 된 주요 공여국 중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한국보다도 토지 관
련 6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한국 지원액의 2배
가 넘는 1억 달러가량을 에티오피아 농업 부문에 지원하였으며, 그중 80.1%를
농지 관련 분야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지 자원 및 농촌 개발에
ODA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6개 분야 중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
무하다. 미국은 선택과 집중 경향이 더욱 뚜렷한데, 전체 농업 ODA의 78.8%
에 달하는 3억 달러가량을 농업 개발(31120) 부문에 지원하였다.102) 본 연구
의 관심 대상인 농지 관련 6개 분야 중에서는 식량 생산, 농촌 개발 분야에만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 비중은 전체 ODA의 0.3%로 극히 미미하다. 반면 일
본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6개 농지 관련 분야에 모두 지원을 실시하였
101) OECD Statistics의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1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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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자원을 많이 할애한 분야는 농업 투입물 부문으로, 전체 농업 ODA의
18.4%를 차지하는 1,14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이 해당 분
야에 할애한 비중(1.7%)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그러나 6개 분야 총합이 농업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농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도는 높지 않
으며, DAC 회원국 지원 경향(32.9%)과 유사한 수준이다.
농지 관련 6개 분야(농지 자원, 농업용 수자원, 농업투 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 내에서 각 분야의 비중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면 국가별로 집중하는 분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3-5 참
고). DAC 회원국 추이를 살펴보면 농지 자원 분야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농촌 개발 분야는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지 자
원 분야의 비중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농업 투입물 부분은 일시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최근 크게 감소하였다. 농업용 수자원 분야는 그 비중이 점진적으
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 추이와는 반대로 농업용 수자원 부문에 대한 집중
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농촌 개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촌 개발 분야에 더 집중하였다. 2009년에는 농지 관련 6개 분야
중 농촌 개발 분야에만 지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농촌 개발 분야
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농업용 수자원 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2015년부터는 농촌 개발 분야의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에
티오피아에서 농지 관련 6개 분야 중 한국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
다. 오로미아주, 하라리주 등에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관개시설 구축 사업
들이 실시되었으며, 2017년 한 해에만 농업용 수자원 분야에 370만 달러가 지
원되었다. 식량 생산 관련 지원도 2012년부터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에티오
피아 씨감자 생산 및 증식 보급 사업을 통한 농촌 소득증대 개선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103)
103) KOICA 통계조회서비스 DB(검색일: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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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앞서 확인했듯이 한국과 함께 토지 관련 ODA 비중이 증가한 국가이
다. 분야 간 비중을 살펴보면 10년 전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농촌 개발 분야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농지 자원 부문에도 ODA
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그 비중이 농촌 개발을 상회하기도 하
였다. 2015년은 [그림 3-2]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 ODA 비중이 크게 증가한
해로, 농지 자원 분야 지원액만 4,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농
촌 개발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농촌 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력하는 분야가 뚜렷하지 않고 시간에 따
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농업용 수자원 부문
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1년부터 농업 투입물 부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식량 생산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2~13년에는 토지 관련
ODA 분야에 대한 지원액도 컸기 때문에 농업 투입물 부문에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다. 2017년에는 토지 관련 ODA 지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농촌 개발 분야가 비중은 높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미미하다. 2018년에는 식량
생산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토지 관련 ODA가 농업 ODA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함께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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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여국별 에티오피아 농지 관련 ODA 부문 간 비중 변화(OECD/DAC, 한국)
(단위: %)

DAC

한국

주: 1) 농업 ODA 총액 대비 토지 관련 6개 분야(농지 자원, 농업용 수자원, 농업 투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 비중 변화임.
2) 기타는 농업(311)의 하위 분야 중 주1의 6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농업 개발, 농업
정책 및 행정, 축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있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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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여국별 토지 관련 ODA 부문 간 비중 변화(영국, 일본)
영국

일본

주: 1) 농업 ODA 총액 대비 농지 관련 6개 분야(농지 자원, 농업용 수자원, 농업 투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 비중 변화임.
2) 기타는 농업(311)의 하위 분야 중 주1의 6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농업 개발, 농업
정책 및 행정, 축산, 농업 협동조합 등이 있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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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본 절에서는 말라위에 대한 농업 ODA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DAC 전체, 주요 공여국, 그리고 한국의 원조 추이를 살펴보았다.
말라위에 대한 원조는 DAC 전체의 원조 기준 2009년 약 4억 4,000만 달러에
서 2017년 8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크게 증가했고, 2018년에도 약 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농업 원조는 2009년 약 3,500만 달러에서
2017년 약 1억 3,000만 달러로 네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원조 대비 비
중 또한 2009년 8%에서 2017년 12%로 늘었다. 2018년에는 약 8,200만 달
러로 금액 면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체 ODA 규모 대비 비중은 약 11%
로 적지 않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림 3-6. DAC 및 주요 공여국의 말라위 농업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 총 지원액 추이이며, 모든 데이터는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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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 나타난 주요 공여국의 말라위 농업 ODA 추이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의 원조가 지속되었다. 특히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의 원조를 해 왔음
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금액 면에서 한국의 원조 규모는 매우 작은 한편, 전체
원조 대비 농업 원조의 비중은 전체 대비 20%에 달한다.

그림 3-7. 전체 ODA 중 농업 원조 비중 추이

주: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 총 지원액 추이이며, 모든 데이터는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2009년부터 10년간 전체 ODA 대비 농업 원조 비중 추이(그림 3-7)를 보면
한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타 공여국들에 비하여 농업에 큰 비
중을 두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체 원조 대비 10%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며 농업 분야를 중시해 왔다.
한편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말라위 농업 원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집중된
분야는 농업 개발(기간 내 농업 총액 대비 약 32%),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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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로, 이 두 분야가 농업 원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표 3-4 참고).
본 연구는 토지제도 및 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세부 분야로 농지 자원, 농업용수
자원, 농업 투입물, 식량 생산, 농지 개혁, 농촌 개발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대
부분이 농업 원조 전체 대비 5% 이하의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4. OECD/DAC의 말라위 농업 ODA 총계 대비 세부 분야별 비중(2009~18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금액

비중

농업 개발

216.99

32.42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37.95

20.61

농업 투입물

58.95

8.81

농업지도

48.27

7.21

식량 생산

33.92

5.07

농업협동조합

33.36

4.98

농업 연구

28.82

4.31

농지 자원

28.64

4.28

농업관련 교육/ 훈련

20.69

3.09

농촌 개발

20.43

3.05

농업관련 서비스

12.05

1.80

농업용 수자원

10.62

1.59

농업금융 서비스

9.36

1.40

축산, 가축

4.92

0.74

경제/수출 작물

3.66

0.55

농지 개혁

0.29

0.04

축산 진료

0.27

0.04

농업 관련 마약 대체 소득원 개발

0.13

0.02

병충해 구제

0.01

0.00

주: 1)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311)과 농촌 개발(43040) 분야의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토지제도와 농업 생산성 관련 세부 분야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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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9%가량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는 농업 투입물의 경우에도
2011년 한시적 원조 급증(그림 3-8 참고)을 제외하면 원조 수준이 타 분야와 현격
한 차이는 없다. 해당 분야는 2010년대 초반까지 다른 분야와 대비해서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받아 왔으나 2016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림 3-8. DAC 전체의 말라위 농업 ODA 분야별 원조 추이(2009~18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주: 분야 분류는 OECD CRS 코드별 지원 분야 및 세부분류 기준을 따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농업 투입물 분야를 제외하면 전 분야에서 원조 추이에 큰 변화는 없다. 전반
적으로 모든 분야가 비슷한 수준의 원조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촌 개발의 경우
원조 규모가 가장 작았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농
업용 수자원 분야의 경우 지속적으로 원조 규모가 작았으며, 농지 개혁 분야는
2009, 2012년 두 해에만 원조가 집행됐고 금액도 총 20만 달러에 그쳐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림 3-9]에서와 같이 DAC의 농업 ODA 전체 대비 토지 관련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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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에는 30%에서 60% 사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5년간은 10~15% 내외로 원조가 크게 줄었다. 농업 투입물에 대한 원조는 한
때 농업 원조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식량 생산과 농촌 개발에 대한 원조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가장
최근까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지 자원 분야의 경우 2010년대
초반까지는 10% 내외의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다가 이후 비중이 크게 줄었
지만 최근까지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용 수자원의 경우 전반
적으로 그 비중이 작았으며 농지 개혁에 대한 원조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림 3-9. DAC 전체의 농지 관련 분야 원조 비중 추이(2009~18년 누계)
(단위: %)

주: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 원조 총합, 분자는 농지관련 원조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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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공여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농업 개발에 가
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또한 말라위 원조 규모에 있어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 개발 다음으로 경제·
수출 작물에 원조가 집중되어 있고, 이례적으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 관련 훈
련·교육 분야에 많은 금액을 할당하였다. 이는 한국이 2013년에서 2016년경
새마을운동 관련 농업 원조사업을 집중 추진했던 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원조 내에서 토지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원조는 일본의 경우 37%를 차
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고, DAC 전체가 23%, 영국의 경우 21%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4%, 한국은 2%에 그쳤다(표 3-5).

표 3-5. 농업원조 총액 대비 농지 관련 분야 비중(2009~18년 누계)
(단위: %)

비중

DAC 전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22.84

2.00

4.10

36.97

20.93

주: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 원조 총합, 분자는 농지 관련 원조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한국의 경우 농지와 관련된 분야 중 대다수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간 말라위
에 대한 원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분야 중 원조 기록이 있는 것
은 농촌 개발이 유일하나, 이마저도 2012년, 2013년, 2015년에만 이뤄졌으며
금액 또한 총 10만 달러에 그쳐 농업 원조의 2%, 전체 ODA의 0.4%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3-10 참고).
한편 농업 ODA 전체 대비 농지 관련 분야에 대한 원조 비중 추이를 보면
DAC 전체 차원에서는 201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영국은 2011년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 원조 대부분이 농지 관련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
후로는 그 비중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농지 관련 분야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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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비교적 낮은 비중 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0. 주요국의 농지 관련 분야 원조 비중 추이(2009~18년)
(단위: %)

주: 비중의 경우 분모는 농업 원조 총합, 분자는 농지 관련 원조 총합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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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분야 원조 내에서 각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농업
투입물과 식량 생산에 원조가 집중되어 있다(표 3-6). 한편 미국은 농지 자원,
영국은 농업 투입물, 일본은 농지 자원과 농업용 수자원 및 농촌 개발, 한국은
농촌 개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등 각국이 집중하는 분야가 제각기 달랐다.
각 공여국이 각기 다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원조 형태는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6. 주요 공여국의 토지 관련 주요 분야 원조 비중(2009~18년 누계)
(단위: %)

DAC 전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농지 자원

18.74(4.28)

-

75.66(3.1)

8.91(1.86)

32.69(12.09)

농업용 수자원

6.95(1.59)

-

-

2.11(0.44)

30.62(11.32)

농업 투입물

38.57(8.81)

-

0.08(0.003)

86.63(18.13)

0.60(0.22)

식량 생산

22.19(5.07)

-

24.26(0.99)

0.40(0.08)

3.56(1.32)

농지 개혁

0.19(0.04)

-

-

-

1.12(0.41)

농촌 개발

13.37(3.05)

100(2.02)

-

1.96(0.41)

31.41(11.61)

주: 토지 관련 분야 원조 총액 대비 각 세부 분야 원조 비중, 괄호 안은 농업원조 전체 대비 각 분야 비중이며, 2018년
고정가격(백만 달러) 기준,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DB(검색일: 2021. 1. 1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주요 공여국의 농업 분야 원조를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의 경
우 농업 분야 원조에 있어 토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큰 편이나 말라위의 경우
해당 분야 원조 규모가 크지 않고,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편 OECD/DAC 전체 차원에서 토지 관련 분야 중 농지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
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그 규모 자체가 크며, 말라위의 경
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원조가 거의 중단된 여타 토지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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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지원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지원이 각국의 특수한 토지제도와 토지 분배, 토지소유권 관련 현황과 이것
이 농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실
하지 않다. 또한 2003년 발표된 ‘마푸토 선언104)’과 2014년 발표된 ‘말라보
선언’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나 에티오피아와 말라위가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 개발 프로그램(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105)’ 가입국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해당 분야에 공여국이 많은 원조를 할당했을 수도 있다.
한편 농지제도 개혁 분야에 대한 원조는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적다. 에
티오피아와 말라위의 토지 부족, 토지 소유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지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정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농지 개혁 관련 원조를 추진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농업 특히 농지 자원에 대
한 원조 효과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104) 2003년 모잠비크에서 발표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마푸토 선언’에서는 국가예산의 최소 10%를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에 할당하고, 농업 생산성을 연평균 6%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
음. 2014년 적도기니에서 발표한 ‘공동 번영 및 생계 개선을 위한 농업성장 및 변혁에 관한 말라보 선
언’은 마푸토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프라, 토지소유권(land tenure), 영양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포용적인 농업 성장과 변혁을 통해 빈곤을 반으로 줄이고 기아를 종식시키고
자 함.
105)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 계획(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주도하에
2003년부터 시작된 CAADP는 아프리카 대륙의 농업 생산 증대 및 식량안보를 목표로 하며, 아프리
카 연합(AU) 및 각 지역 경제공동체, 각국 정부가 참여함. 에티오피아는 2009년, 말라위는 2010년에
각각 CAADP에 가입함. AUDA-NEPAD,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CAAD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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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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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가. 국별 토지 관련 설문지 구성
1) 세계은행 LSMS-ISA 설문 배경
세계은행 삶의 수준 측정 조사(LSMS: 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는 1980년에 정책 관련 자료 수집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빈곤, 보건,
노동 시간, 교육, 소비, 농업 생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가구 단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LSMS는 UN의 세계생식조사(World Fertility surveys)106)와
함께 개발도상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설문조사이며 1990
년대에는 조사 대상이 국별로 대체로 2,000~5,000가구에 이른다.107)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조사 대상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국가들도 국별로 상이하나 3,000~1만 5,000가구 규모의 설문 조사가 이뤄
졌다. 인구보건조사(DHS)로 명칭이 변경된 UN 세계생식조사가 출산, 보건의
료 등에 치중하는 반면 LSMS는 가구의 경제, 소비, 보건, 교육 등에 대한 다양
한 질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고유의 특성과 개발 수요, 지역 내 상품 가격 정
보까지 조사하고 있다.108) 세계은행은 1985년에 LSMS 설문조사를 처음 시행
했으며 이후 국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여 유럽,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가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1987년부터 시행되었으
며 현재는 가나 통계청에서 정기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LSMS-ISA(Integrated Survey on Agriculture)는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
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자 게이츠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
106) 후에 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07) Grosh and Glewwe(2000).
108) Ibid.

102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개국(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말라위, 말리, 니제
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LSMS-ISA
설문조사는 농업 생산에 대한 항목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파종 및 수확기 농가
의 생산 관련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토지 정보, 노동 시간, 의사결정
권, 농자재 투자, 작목별 생산량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한 가구 내 개인별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개개인의 노동 시간, 식품 소비, 이주 여부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 노동 시간,
소비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도 분석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의 비
료 신용대출 사업, 말라위의 농자재 쿠폰 프로그램 등) 참여 여부 및 수혜 규모
에 대한 설문 조사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특성상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프로
그램 참여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LSMS-ISA 설문조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조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토지 면적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범지구 위
치 결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활용하였으며 지역사회
의 공간 좌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지리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미
국원조청의 인구보건조사와 달리 각 지역사회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
문에 기온이나 강수량과 같은 기후 조건, 조도(nighttime light) 자료, 식생 지
수(NDVI) 등과 같은 자료를 LSMS-ISA 자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SMS-ISA는 설문조사 1회당 가구별 1~2회만 방문하고 있고 조사
국가마다 조사 시기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진국의 가구 설문 조사
의 단점이기도 하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및 식품 소비
의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 시기가 연구 주제에 따라 중요한 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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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설문 조사 시기의 상이성으로 인해 고용 및 노동 시간 측정의 정확
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109)

2)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설문조사 시기 및 구성
에티오피아에서는 2011~12년, 2013~14년, 2015~16년, 2018~19년 등
총 4회, 말라위에서는 2005~06년, 2010~11년, 2013년, 2016~17년,
2019~20년 등 총 5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말라위와 에티오피아 설문
조사 모두 균형 패널 자료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분석에 모든 연도를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의 2018~19년 설문조사와 말라위 2019~20년 설문조사는 연구 진행이 마
무리되는 시점에 공개되었으므로 2개국 설문조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3~17년 사이에 조사된 국별 2개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별 조사대상은 에티오피아 2013~14년 5,500가구, 2015~16년 5,000가
구, 말라위 2013년 3,246가구, 2016~17년 1만 2,477가구이며 전국에서 무
작위로 선정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LSMS-ISA 설문조사는 지
역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설문조사 대상자 규모가 정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는 암하라, 오로미아, SNNPR, 티그라이와 아디스아
바바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인구가 상대적
으로 적은 지역은 조사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그림 4-1 참고). 말라위
의 경우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남부 지역 설문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었
으며 북부는 상대적으로 적다(그림 4-2 참고).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
촌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설문조사 인원의 80% 이상이 농촌에 거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시기는 국별로 상이하나, 에티오피아는 가구별로 우기
와 건기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건기는 파종 직후인 9~10월
사이에, 우기는 수확 직후인 2월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말라위는 2013~14년
109) Desiere and Cos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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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은 주로 4~7월 사이에, 2차 설문은 주로 8~10월 사이에 실시하였으
나, 2016~17년은 연간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가구당 1회씩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110) 이에 따라 말라위는 마을 단위로 설문조사 시기가 상이하다.
말라위에서 2013년과 2016~17년 모두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구는 102개
마을 2,508개 가구이며 이 중 608개 가구는 결혼, 이혼, 이주 등의 사유로 분
가한 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설문조사 이후 가구가 분리된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가구에 할당된 식별 번호가 달라지는 세대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가한 자녀 세대가 설문조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4-1. 에티오피아 지도

자료: Green Blog, “Ethiopia map 3 types free”(검색일: 2021. 4. 7).

1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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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말라위 지도

자료: Mapsopensource, “Malawi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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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설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LSMS-ISA 설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
피아와 말라위 토지 소유 및 이용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설문은 [표 4-1]과
같다.
세계은행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의 법정 필지 단위(parcel 혹은
garden)에 대한 가구의 소유권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에티오피아와 말라
위 양국 설문지에 기록된 질문은 필지의 매매, 등록, 이전 등 세 가지 권한에 관
한 것이었으며, 필지의 소유권 여부는 말라위 설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필지
의 소유에 관한 설문은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토지 등록률이 높은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에 관해서 토지 등
록상 소유자의 이름이 중요하다.
토지 등록률이 낮은 말라위의 경우에는 토지등록증 소유주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를 실질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실질 소유주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 등록증에 더해 비공
식 등록증상 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합의 혹
은 마을 이장의 허가를 받은 문서상의 소유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즉 말라위에
서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을의 관습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토
지 소유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라위의 토지 소유 경향은
다른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 케냐 등
말라위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지역 관습에 의한 실질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시 해당 토지 소유자를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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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별 토지 및 작물 의사결정권 관련 설문
구분

국가

토지 단위111)
필지
필지

말라위
소유권

필지

말라위

니까?
해당 필지를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해당 필지를 매매/임대할 경우, 누가 매매 혹은 임대 금액의
사용에 대해 결정합니까?
해당 필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사용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필지

해당 필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필지

해당 필지를 임대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필지

해당 필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필지

세대에서 해당 필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
니까?
작물 선택, 농자재 투입, 노동 투입 등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
구입니까?

획지 내 작물 수확물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작물
획지

이용권

해당 필지의 비공식 등록증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
해당 필지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획지
말라위

해당 필지의 공식 등록증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
니까?

필지

필지

임대

해당 필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필지

필지

에티오피아

설문 내용

해당 작물의 수익금 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작물 선택, 농자재 투입, 노동 투입 등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
구입니까?

획지 내 작물 수확물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작물

수확물의 판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물

수확물을 시장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작물

해당 작물의 수익금 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에티오피아는 2015~16년 설문지 기준이며, 말라위는 2016~17년 설문지 기준이다.
자료: World Bank LSMS-ISA, “2015-16 Ethiopian Socioeconomic Survey Post Planting, Crop Cut, and
Livestock Agricultural Questionnaire,” pp. 5-11; “2015-16 Ethiopian Socioeconomic Survey, Post
Harvest Agricultural Questionnnaire,” p. 7; “Fourth integrated household survey 2016/17, Agricultural
Questionnaire,” pp. 4-2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11) 토지 단위는 필지(parcel) 단위와 획지(plot) 단위로 구성되며 1개의 필지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획지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지를 토지의 매매, 임대 등 이전을 위한 법정 최소 단위로, 획지를
농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구획한 필지 내 토지로 정의한다. 획지 내에 1개 혹은 그 이상의 작물 재배
가 가능하기 때문에 LSMS 설문지에서는 획지 내 작목별 구획지에 대해 수확물의 이용, 수확물 판매
소득의 이용에 관한 설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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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에 관한 설문은 필지 단위보다는 필지 내 획지 단위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획지의 이용 방식, 획지 내 작물 선택, 획지 내 노동 투입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같은 필지 내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특성 때
문이다.
토지 이용에 관한 설문은 파종 및 재배 결정 권한, 수확물의 이용에 관한 권
한, 수확물의 판매 후 농가 수익의 이용 권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포함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확물을 시장까지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결정 권
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을 주요 수
익으로 하는 농가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한 이유는 세부 의사결정권이 노동 투
입, 생산 비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에서는
토지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결정권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에는 가족 이외의 외부 결정권자가 있을 시에 이를 기입하
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토지의 매매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포함
하고 있다.

나. 토지소유권 및 이용
1) 토지소유권
말라위와 에티오피아 토지소유권은 제도적 특성에 의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말라위의 토지 취득 비율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
다(표 4-2 참고). 2013년과 2016년에 가족으로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응
답한 비율은 각각 78.4%와 71.7%로 취득 경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마을 지도자가 증여한 경우이나, 2013년과 2016년 모두 9%
대로 낮다. 대부분의 필지는 이용권한을 가진 세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임의
로 무단 점유 및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0.5%로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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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별 토지 취득 경로
(단위: %, 개)

말라위
연도

에티오피아

2013

2016

2013

2015

가족 증여

78.4

71.7

41.47

41.36

임대

5.6

8.6

11.24

7.26

마을 지도자 수여

9.1

9.3

39.18

37.96

구매

3.0

4.2

N/A

4.22

임의 사용

0.4

0.5

2.52

2.58

취득경로

기타

N/A

N/A

3.58

6.61

총 필지 수

2,821

3,371

12,583

15,293

주: 임대는 무상 및 유상임대를 포함함. 기타는 신부지참금, 분익경작(share-cropping) 등을 포함한다.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에티오피아는 말라위와는 다르게 마을 지도자가 토지를 수여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증여까지 포함할 경우, 약 80%의 토지가
증여 또는 수여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토지 전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2013년 설문 조사에서는 매매를 토지 취득의 한 방법으
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를 구매한 가구의 비율이 집계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토지가 거래되고 있어 설문 항목에 포함되었다.112)
2015년도에 설문에서는 4.2%의 토지가 거래에 의해 취득되었음이 나타났
다.113) 이 외에도 임의 사용이나 신부지참금, 분익 경작(share-cropping) 등
의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각각 2.6%, 6.6%에 달한다

112) 아디스아바바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아프리카경제연구센터,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에티오피아 농가 설문 조사에서도 비공식적 토지 시장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설병수 2015, 재인용).
113) 설병수(2015)는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요를 재분배를 통해서
만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이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토지를 비공식적으로 임차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 토지 시장은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통한
단기 임대차가 주로 이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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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참고). 에티오피아 설문에서는 일반적인 토지 취득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부지참금이나 분익 경작 등의 자세
한 취득 방식이 집계되었다.
이상의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한 설문을 통해 말라위보다는 에티오피아에서
취득 방식이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라위와 에티오피아 양국의 토지
시장은 토지제도에 관계없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토지는 가족 간 상
속, 지역 지도자의 증여, 양자 간 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말라위 설문조사에서는 신부·신랑 지참금 또는 분익
경작에 대한 별도의 설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다.

2) 토지 소유 보장
다음으로 [표 4-3]의 토지 소유 보장(Tenure security)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말라위는 매매 권한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57.2%이며 40%가 넘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16년도 설문에서는 약 65%가 매매할 권한을 보유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토지 등록
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말라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토지는 전체 설문의 2%
에 불과하며 관습에 의한 소유와 법에 의한 소유가 혼재하는 복잡한 토지 보유
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토지 등록 사업을 가장 적극
적으로 실시한 국가이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서는 2013년 51%, 2015년 57%
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점차 등록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한편 가족 내 상속이 일반화되면서 자
녀가 상속받는 땅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등록증의 보유가
농촌 지역 거주민들이 땅에 대한 합법적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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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토지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강조되었다(Witten 2007). 그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유고 시 등록증
외에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도 토지 등록률의 증가를 부추
기는 원인이 되었다. 말라위 등의 국가에서는 관습에 의해 지역 지도자 혹은 유
지가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땅이 국유지인 에티오
피아에서는 지역 지도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
들은 법적인 권한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토지 등록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말라위와는 다르게 에티오피아의 토지 등록률이 50%를 상회
하는 이유는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매 권한을
보유했다고 하는 비율은 전체 토지의 9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에티오피아
는 공식적으로 모든 토지를 공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토
지의 매매 및 교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Ambaye 2012). 그러나 에티오피아
에서의 토지 매매 권한은 단기적으로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
부분 임대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Belay 2003). 즉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단기간의 이전 형태에 대한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해 90%가 넘는 조
사 대상자들이 매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3.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여부
(단위: %, 개)

말라위

에티오피아

연도

2013

2016

2013

2015

매매 권한 보유

57.22

65.03

90.60

91.71

토지 등록

2.46

1.78

51.04

57.01

총 필지 수

2,821

3,382

12,583

15,293

구분

주: 세대에서 임대하지 않은 필지 대상으로 계산.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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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이용 현황
국별로 토지 이용은 경작지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말라위의 경우, 2013년
은 전체 토지의 88%를, 2016년에는 96%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의 이용 비율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표 4-4 참고). 에티오피아에서도 경작지
이용 비율이 약 70%로 가장 높으나, 이 외에도 축산 분야 종사자들의 목초지
활용, 휴경, 임야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타 이용은 주거지, 농업 외의 경제
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4-4. 국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 개)

말라위
연도

구분

2013

에티오피아
2016

2013

2015

경작지

87.74

95.9

69.9

69.8

목초지

-

0.03

8.1

7.6

휴경

0.7

1.7

5.3

4.9

임야

-

-

3.0

3.3

기타

11.56

2.4

13.8

15.9

총 필지 수

2,821

3,371

12,583

15,293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 분석 모형과 자료
가. 실증 모형
토지 소유 보장(tenure security)과 공식화(formalization)는 토지 소유주
의 경제활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De S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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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oase 1998; Demarest 2009; Clague et al. 1999; Olsen 1993).
본 연구에서는 비료 쿠폰,114) 비료 신용 지원115) 등 정부 보조를 받은 농가의
농업 생산성이 토지 소유 보장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에 대해 보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헥타르당 노동 투입 일수, 헥타르당 화학비료 투입량, 헥타르당
옥수수 생산량(kg)이라는 3가지 형태의 종속 변수를 사용하였다. 농업 생산성
을 위해 옥수수 생산량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비료 보조가 옥수수
재배 농가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둘째, 옥수수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 주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통작물이기 때문이다. 말라위는 옥수수가 주식인 국
가이나, 에티오피아는 테프(teff)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다. 그러나 에티오피
아의 경우 옥수수 재배농가와 테프 재배농가 규모가 크게 상이하지 않고, 옥수
수가 칼로리 섭취에 가장 중요한 작물로 인식되고 있다(Berhane and
Gardebroek 2011).
헥타르당 노동 투입 일수는 세대 내 가구원의 노동 투입 일수와 고용된 인력
의 노동 일수를 합친 것으로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15세 이상 여성
노동자는 노동 투입 일수의 0.7배, 14세 이하 아동은 노동 투입 일수의 0.5배
로 산정하였다.11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모형은 [식 1]과 같다.
            ×         

[식 1]

114) 말라위 정부에서는 쿠폰 형태의 비료 및 종자 구매권을 농가에 배부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쿠폰을
가지고 농자재 시장에서 원하는 비료와 종자를 구매할 수 있다.
115) 정부에서 파종 전에 비료를 지원하고 수확 후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농가가 다시 갚는 형태로 에티
오피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116) OECD(2008)에서는 세대주 외의 성인 및 아동 노동 생산의 균등화 척도(equivalence scale)에 대
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세대주 외 추가 성인은 노동 일수의 0.7배, 추가 아동
은 노동 일수의 0.5배를 균등화 척도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변경되었다. Atkinson, Rainwat
er, and Smeeding(1995)은 룩셈부르크 사례를 토대로 균등화 척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농업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Bellu and Liberati(200
5)에서 제시한 농가 노동에 관한 균등화 척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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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하첨자 와 는 각각 가구와 연도를 지칭한다. 종속변수   는 헥타르
당 작물(옥수수, 환금 작물, 테프) 생산량, 가구의 헥타르당 노동 투입일 수, 농
가의 헥타르당 비료 투입량(kg) 등이며 가구 고정효과 모형(Household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업 생산성에 관한 변수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헥타르당 수확량(yield, kg/ha)을 변
수로 이용하였다.117)
종속변수 중 헥타르당 옥수수 생산량은 옥수수를 생산한 농가만 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의 헥타르당 옥수수 생산량은
0kg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횡
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2단계 헤크만(Heckman) 모형, 토빗 모형, 허
들 모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패널 분석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이분산성
(unobserved heterogeneity)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고정효과를 이용한 2단
계 헤크만 모형의 이용이 어렵다.118) 그뿐만 아니라 농가의 옥수수 재배 결정
이 무작위성(randomness)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옥
수수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하고 옥수수 생산량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
을 할 경우, 표본의 절삭(truncation)에 의한 선택 편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Wooldridge(1995), Kyriazidou(1997), Rochina-Barrachina(1999)
등이 비무작위성(non-randomness)을 가정한 패널 자료를 이용한 표본추출
모형(sample selection model)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oldridge(1995)의 방법을 적용하여 옥수수를 포함한 단
위면적당 작물 생산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Wooldridge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패널의 연도별 자료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통해 Inverse Mills
117) Helfand and Taylor(2021)는 개발도상국 농업 생산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토지 생산성, 단위 면적당 수익, 기술적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제도
및 소유권에 따른 농업 수확량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 생산성(land productivit
y)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18) Dustmann and Rochina-Barrachina(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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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IMR)를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연도별 IMR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pooled OLS)을 실시한다. 이어서 3단계에서는
점근적 분산(asymptotic variance)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Wooldrige
(1995)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는 연속형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소
유권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토지 취득 경로를   변수
로 이용하였다. 토지 취득 경로는 구매 여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상속 여
부, 임대·무상취득·마을 지도자의 증여 여부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에티
오피아와 말라위에서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을 경우 다른 취득 경로에 비
해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높으며 타인에게 재판매 혹은 가족 내 재상속이 가능
하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 혹은 주인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장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증
여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토지를 빼앗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세계
은행 LSMS-ISA 설문조사는 필지별 토지 취득 경로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 분석을 실시하므로, 가구의 총 토지 보유 면적 대
비 구매 면적 비율, 총 토지 보유 면적 대비 상속 받은 면적 비율, 그리고 증여·
무상 이용·임대 등 기타 경로를 통해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등 세 가지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경로를 핵심 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다.

                  ×      
         ×               

[식 2]

[식 2]의 독립변수   와  은 각각 구매한 토지 비율과 가족에게 상
속받은 토지 비율을 지칭한다.
둘째, 토지 매매 권한 보유 여부는 가구가 토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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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변수이다. 토지를 소유했다는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
나, Besley(1995)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 외에 토지 이전(매매, 임대와 같이 타
인에게 양도) 권리를 토지 소유의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sley의 논의에 따라 토지 매매 권한 보유 여부를 핵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며, 이후 토지 취득 경로 변수를 사용한 분석과 비교하였다.
또 다른 핵심변수인   는 정부의 농업 분야 지원 여부를 나타낸다. 정부
의 농민 보조는 국별로 다소 상이하다. 에티오피아는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
으로 비료 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말라위는 농가에 비료 및 종자 쿠폰을 지
급하여 직접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소 상이한 정책에도 불
구하고,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농가 모두 정부의 비료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세대 및 토지 특성   는 [표 4-5]의 세대 특성과 토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
다. 세대 특성은 세대주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세대원 수, 결혼 여부, 세대
주의 비즈니스 소유 여부, 세대주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농촌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토지 특성은 가구 보유 토지 면적, 토지 분절화 지수
(fragmentation index),119) 평균적인 토지 경사도, 토양 종류(사질, 점토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9) 토지 분절화 지수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의 필지 면적   에 대해

       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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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 정의
변수 그룹

변수
land purchase

토지 취득

land inheritance
land acquire other
landsale
sex
age
education

세대 특성

business
nonfarm job

구매, 증여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매매 권한을 가진 토지 면적 비율
세대주 성별(1: 남성 0: 여성)
세대주 나이
세대주 교육 수준(1: 6년 이하 0: 7년 이상)
세대주의 비즈니스 운영 여부
세대주의 농업 외 직업 소유 여부
세대 규모
세대 내 자녀의 도농 이주 여부

fallow

usage type
fragmentation index
document
acquire year
household labor days
organic
soil_sandy

총 토지 면적(ha)
전체 토지에서 휴경한 면적 비율
토지의 평균 경사도
토지 이용(1: 농경지 2: 기타 이용)
토지 분절화 지수(지수는 0~1 사이에 분포)
서류 등록된 토지 면적 비율
토지를 취득한 평균 연도
가구 총 노동 일수
유기농 비료 사용 여부
전체 토지에서 사질이 차지하는 비율

soil_clay

전체 토지에서 점토질이 차지하는 비율

irrigation

관개 시설 이용 여부

cash crop area
maize area
maize kg/ha
cash crop kg/ha
hybrid seed
agricultural support

정부 지원

가족 상속을 통해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migration_child

land slope

농업 특성

구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household size

land size

토지 특성

정의

환금 작물 재배 면적(에티오피아: 커피, 말라위: 담배)
옥수수 재배 면적
헥타르(ha)당 옥수수 수확량(kg)
헥타르(ha)당 환금 작물 수확량(kg)
교배 육종된 종자 이용 여부
정부의 농업(비료, 종자)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seed support

정부의 종자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fertilizer support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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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 특성
세계은행에서 LSMS-ISA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설문을 실시한 농
가는 에티오피아 2013~14년 5,500가구, 2015~16년 5,000가구, 말라위
2013~14년 3,246가구 2016~17년 1만 2,477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위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에 대해 2개 연도 모두에 포함된 농가만
선별하였다.120) 또한 2개 연도 모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거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는 제외하였으며, 결혼, 이혼 등의 사
유로 세대분리가 된 가구에 대해서는 분리된 가구를 제외하였다. 이 같은 절차
를 거친 후 균형 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는 가구는 에티오피아 2,205
세대, 말라위 1,330세대 등 총 3,535세대이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 가장 일반적인 토지 취득 경로는 가족을 통한 상
속이며 전체 면적 대비 평균적으로 44.9%의 토지를 상속을 통해 취득한다. 토
지 면적을 기준으로 구매를 통한 취득은 전체 면적의 17.6%에 이른다. [표
4-6]의 필지 단위 토지 취득경로에서 매매를 통한 토지의 취득 비율이 약 4%밖
에 되지 않으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면적이 필
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임대, 마을 지도자의
증여, 신부/신랑 지참금, 무단 점유 등 기타 방법을 통한 토지 취득은 37.5%에
이르며 토지 소유에 대한 보장이 구매나 상속된 경우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약 49.1%의 토지에 대해 해당 보유자가 매매할
권한이 있으며 그 외의 땅은 보유자가 임의로 매매할 수 없는 경우이다(표 4-6
참고).

120) 말라위의 경우, 2016~17년에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세계은행에서도 102
개 마을 2,508세대에 대해서만 패널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말라위 통계청 2017). 그러나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던 1,908세대 중 세대 분리된 가구에 608세대에 달해 2016년에 조사된
세대가 총 2,508세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위해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분리된
608가구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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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3.15헥타르이며 5.8%의 경우 일부분의 필지
에 대해서라도 휴경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토지는 대체로 경사도가 완만하
며 전체 면적의 99.6%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토지 분절화 지수는 0.622
에 이르는데, 분절화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각 세대가 보유한 토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토지 분절화 지수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농가가 보유한 토지는 다소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 관리 효율성, 노동 공
급, 농업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농경지에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경우는 전체 토지 면적의 13%
이며 관개수로가 농경지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 면적의 5.87%로 매우 낮았다.
토질은 주로 사질, 점토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수수 및 환금 작물(cash
crop) 재배 면적은 평균적으로 0.97헥타르, 0.64헥타르이다. 헥타르당 노동
투입 일수는 평균 970일이며, 이는 가족 및 고용 인력을 합친 평균이다. 그러
나 평균 노동 투입 일수는 가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비해 편차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1%이며 이 중 종자 지원은
10.2%, 비료 지원은 20.5%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
국에서 농업 직접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비료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비료 보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6. 통계적 특성121)
변수 그룹

변수
land purchase

0.1761

0.3647

토지 취득

land inheritance

0.4490

0.4757

land acquire other

0.3749

0.4551

landsale

0.4910

0.4573

토지 매매

평균

표준편차

121) 국별 통계적 특성은 부록 [부표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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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변수 그룹

변수

세대 특성

표준편차

sex

0.7837

0.4117

age

46.55

15.02
0.3274

education

0.8779

marriage122)

0.8021

0.3984

business

0.1014

0.3019

nonfarm job

0.0825

0.2751

household size

5.74

2.38

migration_child

0.0394

0.1947

land size(ha)
fallow
토지 특성

평균

3.15

13.75

0.0581

0.1887

land slope

1.189

0.475

usage type

0.996

0.064

fragmentation index

0.622

0.297

document

0.1579

0.3352

acquire year

1998.7

9.12

household labor days

970.10

8,220.10

organic

0.1300

0.3363

농업 특성123)

정부 지원

soil_sandy

0.4898

0.6671

soil_clay

0.3894

0.5191

irrigation

0.0587

0.2351

cash crop area(ha)

0.635

4.437

maize area(ha)

0.966

5.839

maize kg/ha

1,588.52

4,901.27

cash crop kg/ha

1,597.19

7,155.33

hybrid seed

0.5673

0.5727

agricultural support

0.2102

0.4075

seed support

0.1023

0.3030

fertilizer support

0.2054

0.4040

표본 수

7,070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22)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marriage 변수는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일처,
일부다처 가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가구는 이혼, 사별, 혹은 미혼인
가구를 지칭한다.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

121

3. 분석 결과
가. 토지 취득과 농업 생산
1) 가구 노동 및 비료 투입
[표 4-7]의 (1)항과 (2)항은 토지 취득 경로와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이 농
가의 노동 투입 일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세대
특성, 토지 특성 등의 독립 변수, 가구 고정효과 등을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정
부지원 변수와 토지 구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계수는 정부의 보
조금 지원을 받은 농가 중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구매 비율이 증가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토지를 구매·증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농가에 비해 노
동 투입 일수가 어떻게 다른지 나타낸다. 정부 지원 계수는 토지를 구매·증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농가 중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렇지 않
은 농가에 비해 노동 투입 일수를 얼마나 더 투입하는지를 나타낸다. 노동 일수
는 로그 형태의 일종인 역쌍곡사인(Inverse Hyperbolic Sine) 형태이며 독립
변수가 1 단위 변할 때 노동일수가 몇 % 변하는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 변수만 포함한 분석(표 4-7 (1)항)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는 가구의 노
동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 투입 일수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 반면, 정
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상속받은 토지 비율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노동 공
급을 54.2% 더 적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았

123) 노동 일수, 옥수수 생산량, 환금 작물(커피, 담배) 생산량 등 단위면적당 수치의 경우 이상치(outlier)
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분포상 99.9% 이상에 위치한 값들에 대해서는 윈저라이징(Winsorizing)을
실시하였다. 윈저라이징을 실시하기 전 노동일수, 옥수수 생산량, 환금 작물 생산량의 평균치는 각각
1,149.8일, 5,448,97kg, 그리고 2,216.8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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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지라도 토지 취득 경로에 따라 농가의 노동 공급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는 토지를 구매 혹은 상
속받을 경우 임대 등 다른 경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비해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높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 보장(tenure security) 정
도가 약할수록 농가는 자본 투자를 주저한다고 밝히고 있다.124) 이에 따라 토
지소유권이 불안정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량이 높게 나타난다. 토지
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장기적인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
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 보장 정도가 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노동 일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노동 시장 부재와 같이 농가 노동력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지 못한 경우 농가는 대체로 빈곤
하며 기술이 없는(unskilled)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농가의 경우 농촌 지
역에서 일용직과 같은 직종을 위한 노동 시장 수요가 없으면 정부 지원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유지되었
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농가의 노동 공급 자체에
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를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마을 내에서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확기까지 마을 내 혹은 외부로
부터 토지를 빼앗길 위험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노
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동 투입 일수를 오히려 줄인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한편으로는 단위면적당 노동 투입과 단위면적당 비료 투입량이 서로 대체
재125)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료 공급량의 증가가 노동 공급을 감
124) 예를 들어 Dillon and Voena(2018)는 남편의 유고시 여성의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약할수록 비료
와 같은 농자재 투입을 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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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즉 농가에서는 정부로부터 비료를 지원받았을 시에
비료의 상대적 비용 감소, 농업 기술의 효율성 증대 등 2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농가의 노동 투입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Dalton,
Masters, and Foster(1997)도 정부의 비료 공급에 따라 농자재 공급 비용
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비료가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Agyei-Holmes et al.(2020)의 논의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의 비율이 높은 집단
일수록 노동 공급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구매하는 비율이 1%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은 1.3% 낮아지며 토지를
상속받는 비율이 1% 높아질수록 노동 투입이 0.5%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구매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의
노동 공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 구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집단은 가족이 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
지 않을 확률이 높다. 즉 토지를 구매하는 집단은 상업 영농에 종사하거나 외부
에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매한 토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 분배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노동 공급량이 다른 농가에 비해 더 적
다고 해석될 수 있다. 토지를 상속받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강하더라도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가 내 노동력 공급이
주요한 생산 요소일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토지 상속 비율이 높아질수록 농가
에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노동 공급량을 더 늘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토지 분절화 지수, 토지 평균 경사도, 토양의 성분 등이 농가의 노
동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토지 분절화 지수 분포는 0~1 사이이며
분절화 지수가 높을수록 농가가 보유한 토지가 한 곳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의
미이다. 즉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공간적 위치가 분산될수록 각각의 토지에 대
한 접근성 결여,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며 이는 생산성 저
하로 이어지게 된다. 농가에서는 사질 혹은 점토질 토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
125) Hayami and Ruttan(1971); Malacarne, Artz, and Orazem(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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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급량을 늘리는데, 이는 해당 토질에서 농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표 4-7. 토지 취득 경로와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단위: %)

노동 투입 일수
구분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정부 지원 x 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상속
농촌 거주
성별
연령
연령x연령
교육
결혼
개인 사업체 보유
농외소득 여부
토지 면적
토지 경사

비료 공급량(kg/ha)

(1)

(2)

(3)

(4)

FE

FE

FE

FE

-1.313***

-0.596***

-0.119

0.064

(0.102)

(0.099)

(0.125)

(0.124)

0.207

0.057

1.308***

1.240***

(0.148)

(0.127)

(0.174)

(0.169)

-0.142

0.192

-0.385

-0.366

(0.219)

(0.191)

(0.314)

(0.301)

0.513***

0.286***

-0.013

-0.037

(0.093)

(0.084)

(0.113)

(0.109)

-0.542***

-0.201

-0.104

-0.026

(0.177)

(0.156)

(0.209)

(0.205)

0.252

0.517

(0.307)

(0.531)

-0.117

-0.178

(0.171)

(0.193)

0.097***

0.046

(0.028)

(0.031)

-0.001***

-0.000

(0.000)

(0.000)

0.117

0.115

(0.108)

(0.173)

0.246*

0.420**

(0.139)

(0.172)

0.034

-0.289**

(0.098)

(0.142)

-0.181

0.045

(0.122)

(0.179)

-0.023**

-0.015

(0.011)

(0.010)

0.305***

0.111

(0.057)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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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노동 투입 일수
(2)

(3)

(4)

FE

FE

FE

FE

관개
휴경
분절화지수
토지의 농업 활용률(%)
화학 비료(kg)
유기농 비료
사질 토양 비율(%)
점토질 토양 비율(%)
상수
표본 수

비료 공급량(kg/ha)

(1)

-0.119

-0.245

(0.113)

(0.154)

0.092

0.185

(0.156)

(0.195)

0.653***

-0.414**

(0.140)

(0.173)

2.189***

1.102*

(0.657)

(0.595)

0.000***

0.000**

(0.000)

(0.000)

0.005

-0.142

(0.084)

(0.115)

0.632***

0.018

(0.078)

(0.075)

0.844***

0.144**

(0.069)

(0.062)

5.714***

-1.125

3.001***

0.007

(0.063)

(1.043)

(0.075)

(1.183)

7,070

7,070

7,070

7,070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토지 취득 경로 특성은 농가의 비료 공급과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가진다.
[표 4-7]의 (3)항과 (4)항은 토지 취득 경로의 차이가 농가의 비료 투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3)항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구매 혹은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농가들은 비료 이용량이 약
131% 더 많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비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가에 비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의 헥타르당 비료 이
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구매하지 못했거나 상속받지 못한
농가는 토지 임대, 마을 지도자로부터 수여, 혹은 무단 점유하는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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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농가에 가깝
다고 볼 수 있으며 비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떠한 형태
로든 비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농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의 형태로 취득하지 못한 농가들은 비료를 지원받았을 시에 비
료 공급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전체 토지 면적 중 구매 비율의 증감은 농가
의 비료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변수만 포함된 고정 효과 모형
(표 4-7의 (3))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 증
가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투입하는 비료 공급량의 변화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장 정도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더 높으
며 생산자는 휴경, 식목 등을 통해 현재보다는 장기적으로 토지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Deininger and Jin 2006; Deininger, Ali, and Alemu
2011; Gebremedhin and Swinton 2003).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매한 경
우에는 현재의 농업 생산성보다는 미래의 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할
확률이 높으며 비료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단위 면적당 비료 투입량의 변
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농가에서 투입하는 비료 공급량이 이미 적정 수준을 충족했
을 경우이다. 농가에서 이미 적정 수준의 비료를 투입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기
존에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던 비료가 정부의 비료 보조금으로 대체되었을 확률
이 높다. 특히 정부의 비료 지원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생산자
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료 보조를 받았을 것이다.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비율의 변화는
세대의 비료 투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토지를 구매한
경우와 비슷하게 가족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 소유를 보장받았
을 확률이 높으며 마을 지도자나 기타 외부인에게 토지를 빼앗길 확률이 줄어
든다. 이에 따라 토지를 구매한 경우와 비슷하게 생산자는 이미 비료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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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정부의 현물 지원이 기존의
시장에서 구매하는 비료를 대체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작물 선택
다음은 토지 취득 경로와 정부의 지원이 농가의 작물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산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는 패널 분석 모형에서는
프로빗 혹은 로짓 모형을 이용할 경우 관측되지 않은 이분산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형은 선형 확률 모형, 상관임의효과 프
로빗 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Probit model) 등이다.126) 본 연구
에서는 Wooldridge(2005b)가 제안한 상관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
다. [표 4-8]은 상관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작물 선택 분석 모형에 대
한 결과이다.
표 4-8. 토지 취득 경로와 작물 선택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정부 지원 x 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상속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1)
옥수수
-0.052
(0.038)
-0.021
(0.048)
0.163**
(0.079)
0.040
(0.032)
0.004
(0.057)
7,070
〇

(2)
환금 작물
0.008
(0.014)
0.019
(0.019)
-0.066**
(0.029)
0.028**
(0.013)
0.004
(0.023)
7,070
〇

(3)
테프
0.005
(0.030)
0.050
(0.049)
-0.175***
(0.067)
-0.033
(0.028)
-0.108
(0.067)
4,410
〇

주: 1)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되었으며 각 계수는 평균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2) 환금 작물 재배 농가는 말라위는 담배, 에티오피아는 커피 농가를 지칭함. 테프 재배 농가는 에티오피아만 포함된다.
3) 추정식은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4) *** p<0.01 ** p<0.05 * p<0.1.
126) Wooldridge(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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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 높을수록 옥수수 재배
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반대로 환금 작물이나 테프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아진다. 구매한 토지 비율이 전체 보유 토지 면적 중 1%p 증가하면
옥수수를 재배할 경향이 0.16% 높아지며 환금 작물이나 테프를 재배할 경향이
각각 0.066%와 0.18% 낮아진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옥수수 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재배해야 비료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토지 구매 비율이 높은 일부 농가에서 비
료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의 다른 작물을 옥수수로 대체해서 재배했을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형성된다. 만약
생산자가 비료를 지원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면 이
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규모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비료 지원이 다
른 집단에게 분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농가는 정부의 비료 지원 여
부에 따라 작물을 선택하지 않는다. 즉 토지를 구매하는 일부 집단을 제외한 다
른 집단은 옥수수 등 식량 작물이 주요 농가 수입원이기 때문에 비료의 지원 여
부가 기존의 영농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토지
를 구매한 생산자들과는 다르게 외부의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장 정도가 불안정한 생산자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작물 종류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경향이 크며 작물 선택이 정부의 비료
지원과는 무관할 확률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토지 면적의 비율이 1% 높아질수록 환금 작물을 재배
할 확률이 0.028%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상속받은 토지의 비율의 증가는 곧 소
유권에 대한 보장을 받은 토지 면적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
우, 농가에서는 토지를 지주, 지역 지도자 등에게 빼앗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
에 고수익 품종 재배를 더욱 시도하게 된다. 즉 농가는 옥수수 등 식량 작물 재
배 면적을 줄이고 커피, 담배 등 환금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 극대화를 시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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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된 토지 비율과 환금 작물 재배 변수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3) 농업 생산성
[표 4-9]는 정부의 농업 지원이 토지 취득 경로에 따라 농가의 농업 생산성
에 상이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주요 식량 작물인 옥수수, 환금 작물(커피, 담배), 테프 등에 대한 단
위 면적당 생산성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각각 분석하였는데, 정부의 비료 및 종가
지원의 효과는 농가의 작물 생산성과 유의미하지 않거나 약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gyei-Holmes et al.(2020)은 토지등록증 보유 등의 토지
소유 보장이 노동 공급은 줄이지만 생산량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
석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 생산 효율화로 설명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보장이 불안정한 농가에서는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는 반
면, 노동 공급을 늘려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
을 넘어서는 노동 공급량은 노동 공급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작물 생산량 증가
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Agyei-Holmes et al.(2020) 등의 연구 결과는
토지 소유 보장이 확실해지면 농가에서는 오히려 노동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
키며 이는 농업 생산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토지를 상속받은 농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음에도 옥수수 생산
량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Agyei-Holmes et al.(2020) 등이 밝힌 결과와 비슷
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상속 비율이 증가한 농가의 경
우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미 농업 생산량이 적정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
부의 비료 보조에 따라 비료 공급이 증가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기보다는 노
동 효율성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 1% 더 높을수록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옥수수
생산성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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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토지 구매 비율의 변화가 단위 면적당 노동
투입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 높아진
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한 생산자의 토지 보유 면적이 넓어진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구매한 토지 면적 비율의 증가와 함께 단위
면적당 노동 공급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구입한 토지 비율의 변화가
노동 투입이나 옥수수 생산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한편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농가의 경우에도 정부
의 지원이 옥수수 생산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토
지 취득 경로 특성에 따라 분류된 농가 집단이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에 따
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표 4-11]의
분석 결과와 상이하다. 토지 매매 권한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를 사용한 생산성
효과 분석에서는 토지 매매 권한을 갖지 못한 농가들이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
았을 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
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서 비료 투입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경로에 따른 분류가
옥수수 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금 작물, 테프 등 기타 작물의 생산성은 정부의 지원이나 토지 취득 경로와
는 무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주로 옥수수 재배 농가에 집중되
어 있기도 하지만 커피나 담배 등 환금 작물의 경우에는 여러해살이 작물로서
일반적인 식량 작물처럼 비료의 공급이 즉각적인 수확량 변화에 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금 작물의 생산성에는 정부 지
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테프의 경우에는 옥수수와 경
작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과 테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역별 작물 재배 기간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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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경작 시기는 주로 5~9월 사이이며 테프는 7~11월 사이에 재배가 되고 있
다.127)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비료를 테프 재배 경작지
에 분산한다기보다는 옥수수 재배 경작지에 더 투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테
프는 3,000미터 이상의 고산 지대에서 식생하고 있으며 습도 변화에도 덜 민감
하고 각종 질병에도 덜 취약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옥수수보다 테
프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128) 이러한 여러 이유로 에티오피아에
서는 테프 생산성이 옥수수의 50% 수준이며129) 이 같은 현상이 [표 4-9]의 테
프 생산성 분석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9. 토지 취득 경로와 작물 생산성(kg/ha)

구분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정부 지원 x 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상속
농촌 거주
성별
연령
연령 x 연령
교육

(1)

(2)

(3)

옥수수

환금 작물

테프

-0.443***

0.027

0.230*

(0.083)

(0.229)

(0.124)

0.010

0.140

-0.192*

(0.106)

(0.293)

(0.113)

-0.006

-0.255

-0.095

(0.180)

(0.355)

(0.202)

0.085

0.093

0.221**

(0.068)

(0.212)

(0.094)

0.129

-0.590

0.255

(0.131)

(0.440)

(0.222)

0.323***

-0.982***

0.184

(0.117)

(0.344)

(0.129)

-0.311***

-0.615***

-0.229**

(0.078)

(0.172)

(0.103)

-0.028***

-0.045**

-0.034**

(0.009)

(0.020)

(0.01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12*

-0.251

-0.097

(0.062)

(0.172)

(0.092)

127) Dawit et al.(2014).
128) Assefa and Chanyalew(2018).
129) Taffesse, Dorosh, and Gemess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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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결혼
개인 사업체 보유
농외소득 여부
토지 면적
토지 경사
관개
휴경
분절화지수
로그(노동 공급 일수)
화학 비료(kg)
유기농 비료
사질 토양 비율(%)
점토질 토양 비율(%)
상수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1)

(2)

(3)

옥수수

환금 작물

테프

0.078

0.528***

0.048

(0.079)

(0.181)

(0.106)

-0.101

-0.455

0.253**

(0.079)

(0.503)

(0.122)

0.404***

0.061

-

(0.085)

(0.530)

-

-0.005**

-0.012***

-0.006***

(0.002)

(0.004)

(0.002)

-0.206***

0.084

-0.069*

(0.044)

(0.117)

(0.040)

-0.093

-0.574***

0.127

(0.073)

(0.197)

(0.111)

0.103

-0.319

-0.422***

(0.099)

(0.267)

(0.091)

-1.038***

0.096

0.327

(0.158)

(0.357)

(0.241)

0.302***

0.328***

0.388***

(0.016)

(0.050)

(0.03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09***

-0.626**

0.159
(0.154)

(0.076)

(0.271)

0.326***

-0.075

-0.001

(0.049)

(0.108)

(0.045)

0.297***

0.386***

0.145***

(0.049)

(0.097)

(0.047)

-1.178***

8.816***

5.568***

(0.057)

(1.255)

(0.418)

4,208

2,570

2,016

o

o

o

주: 1)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2) 환금 작물 재배 농가는 말라위는 담배, 에티오피아는 커피 농가를 지칭함. 테프 재배 농가는 에티오피아만 포함된다.
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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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 매매 권한과 농업 생산
1) 가구 노동 및 비료 투입
다음으로는 Besley(1995)의 논의에 따라 토지 매매 권한이 농가의 생산 의
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이
없는 농가의 경우 정부의 농업 지원을 받으면 노동 공급량이 약 32% 더 높은
경향이 있다(표 4-10 참고). [표 4-7]의 토지 취득 경로를 핵심 변수로 이용한
노동 공급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노동 공급이 정비례한 관계
를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의 취득 경로보다
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10. 토지 매매 권한과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단위: %)

노동 투입 일수
구분

정부 지원
매매권한이 있는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매매권한

(1)

비료 공급량(kg/ha)

(2)

(3)

(4)

FE

FE

FE

FE

0.321***

0.254***

1.360***

1.312***

(0.103)

(0.089)

(0.131)

(0.129)

1.638***

0.936***

0.244***

0.132

(0.065)

(0.076)

(0.085)

(0.096)

-0.862***

-0.567***

-0.279*

-0.224

(0.139)

(0.123)

(0.164)

(0.160)

7,070

7,070

7,070

7,070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〇

〇

〇

〇

가구 고정효과

〇

〇

〇

〇

독립 변수 포함

x

〇

x

〇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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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업 지원을 받았을 경우 토지 매매 권한을 가진 토지 면적의 비율이
1%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량이 약 0.86% 더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4-10 참고). 이 같은 결과는 [표 4-7]의 토지를 상속받은 생산자 집단과 유사한
결과인데, 이를 통해서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단과 매매 권한을 가진
집단 간에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에서
토지 소유 보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한지의 여
부와 토지를 이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인 것을 알 수 있다.
비료 공급량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약
136% 더 많다. 농가의 비료 이용량 증가는 토지 취득 경로를 이용한 분석 결과
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정부
의 농업 지원을 받은 경우 비료 공급량이 약 28% 더 적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
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4)항에서 가구 및 토지 특성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3)항과 (4)항의 결
과를 종합해 보면 토지 매매 권한이 있는 농가의 비료 소비량은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사업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료 지원 사업이 의도한 방향은 지원받은 농가의 단
위 면적당 비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 및 국제
원조기구의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토지 소유 보장 정도가 약해서 비료 투입량
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농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농업 생산성
토지 매매 권한 변수를 이용한 작목별 생산성 분석 결과에서는 토지 매매 권
한이 있는 토지의 비율이 변하지 않은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을 받지 못한 농가에 비해 옥수수 생산성이 약 26% 더 높다(표 4-11 (1)항). 반
면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 매매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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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면적당 옥수수 생산량이 약 35%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위면적당 환
금 작물 생산량이 약 42% 더 낮다(표 4-11 (2)항).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농업 분야 지원을 하면서 옥수수 등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주요 수
혜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옥수수
생산에 더욱 집중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금 작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11. 토지 매매 권한 보유와 작물 생산량(kg/ha)

구분

(1)

(2)

(3)

옥수수

환금 작물

테프

정부 지원
토지 매매권한 보유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매매 권한

0.263***

-0.423**

-0.135

(0.082)

(0.210)

(0.111)

0.721***

0.339

0.443***

(0.063)

(0.238)

(0.139)

-0.347***

0.578

0.301*

(0.111)

(0.356)

(0.171)

4,208

2,570

2,016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〇

〇

〇

주: 1)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clustered되었다.
2) 테프 재배 농가는 에티오피아 농가만 포함된다.
3) *** p<0.01 ** p<0.05 * p<0.1.

다. 세대주 성별에 따른 농업 생산성 차이
[표 4-12]는 세대주의 성별에 따른 노동, 비료 투입량과 단위면적당 작물 생
산량 분석 결과이다. 표의 (1)항과 (3)항은 토지 취득 경로를 독립 변수로 포함
한 분석 결과이고 (2)항과 (4)항은 토지 매매 권한을 독립 변수로 포함한 결과
이다. 본 분석 결과에서 참조 그룹(reference group)은 남성 세대주이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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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토지를 구매·상속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남성
세대주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없는 농가이
다. [표 4-12]의 핵심 결과는 남·여 세대주 간 노동 일수나 비료 투입에 유의미
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인 정부 지원×토지 구매 변수의 계수는 세대주가 남성인 경우의 상대적
인 효과, 또 다른 상호작용항인 정부 지원×토지 매매×여성 세대주 변수의 계
수는 세대주가 여성인 경우의 상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토지 상
속 및 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한 상호작용항도 남성과 여성 세대주 간 비교를 통
해서 세대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남성 세대주 농가와 여성 세대주 농가 간 노동 공급은 토
지 취득 경로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항에서 토
지를 구매하였으면서 정부 지원을 받은 여성 세대주의 노동 공급량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게다가 남성이 세대주인 농가에서도 유의미한 노동 투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토지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서 농가의 노동 공급에 있어 세대주의 성별
에 따른 구조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표 4-7]에서 정부의 농업
분야 지원을 받은 농가가 노동 공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세대주의 성
별 차이와는 관련성이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세대주인 농가가 토지를 구매한 경우에는 노동 공급량이
57%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즉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 농민들은 토지를
구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남성이 세대주인 농가와는 다
르게 단위면적당 노동 투입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젠더 이슈에 대한 구조적 영
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 세대
주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 보장 정도가 남성 세대주에 비해 약하며, 토지를
빼앗길 위험이 더 높다. 이에 따라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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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확실히 가진 경우에만 적정 수준의 노동을 공급하며 남성이 세대주인
농가의 경우 토지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토지 구매는 토지 소유 보장 정도를 높이기 때문에 적정 수
준으로 노동 공급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여성 세대주의 토지 구매 비율 증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노동 공급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세대주 성별에 따른 효과
(단위: %)

노동 투입 일수
구분

여성 세대주
정부 지원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
구매한 토지 비율
여성 세대주x토지 구매
정부 지원x토지 구매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여성 세대주x토지 상속
정부 지원x토지 상속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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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급량(kg/ha)

(1)

(2)

(3)

(4)

취득 경로

매매 권한

취득 경로

매매 권한

-0.018

0.217

0.225

0.173

(0.211)

(0.189)

(0.265)

(0.224)

-0.005

0.260**

1.241***

1.258***

(0.136)

(0.101)

(0.186)

(0.145)

0.328

-0.043

-0.015

0.232

(0.354)

(0.224)

(0.429)

(0.277)

-0.709***

0.070

(0.106)

(0.136)

0.567***

-0.001

(0.208)

(0.266)

0.259

-0.493

(0.210)

(0.340)

-0.404

0.610

(0.489)

(0.714)

0.290***

0.020

(0.095)

(0.122)

0.005

-0.230

(0.185)

(0.244)

-0.188

-0.111

(0.170)

(0.227)

-0.147

0.351

(0.420)

(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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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노동 투입 일수
(2)

(3)

(4)

취득 경로

매매 권한

취득 경로

매매 권한

매매권한이 있는 토지 비율
여성 세대주x토지 매매권한
정부 지원x토지 매매권한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매매권한
표본 수

비료 공급량(kg/ha)

(1)

7,070

1.020***

0.166

(0.080)

(0.102)

-0.404***

-0.158

(0.132)

(0.159)

-0.658***

-0.225

(0.136)

(0.184)

0.436

0.031

(0.299)

(0.334)

7,070

7,070

7,070

주: 1)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되었으며 연도 및 가구 고정 효과가 포함된다.
2) 테프 재배 농가는 에티오피아 농가만 포함된다.
3) *** p<0.01 ** p<0.05 * p<0.1.

한편 토지 매매 권한을 보유한 여성 세대주는 노동 공급량이 약 44% 적은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표 4-12 (3)항 참고) 이는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의 특성
상 노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
속받은 비율이 높은 여성 세대주에 대한 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상이한 결
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3]은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에 있어 토지 소유 보장과 세대주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1)항은 토지 취득 경로에 따른 분석결과이
며 (2)항은 토지 매매 권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이 분석의 핵심 결과는
토지 취득 경로가 같고 정부 지원을 받은 남성 세대주와 여성 세대주 간에 옥수
수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이다. 남성 세대주 가구와 여성 세대주 가
구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옥수수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지원×토지 구매 변수와 여성 세대주×정부 지원×토지 구매 변
수를 살펴보면 각각 옥수수 생산성이 2.3% 더 낮거나 18.8% 더 높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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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으로부터 토지
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세대주의 성별이 옥수수 생산성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
는다.
이와는 반대로 (2)항의 토지 매매 권한은 세대주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이 세대주이면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경우 참
조 집단에 비해 옥수수 생산성이 44%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이 주어졌더라도 옥수수 생산성에 있어서 참조 집
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토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 세대주의 토지 소유
면적이 남성 세대주보다 적으나 단위면적당 농업 생산성은 토지 소유 면적이
적을수록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세대주의 옥수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다. 한편으로는 세대주가 같은 남성이더라도 농업 생산성은 토지 매매 권한이
있는 토지를 소유했는지의 여부와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권한을 가진 토지의 보유 비율이 1% 증가할
수록 남성 세대주의 옥수수 생산성은 0.78%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정
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옥수수 생산성이 0.44%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옥수수 생산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없는 여성 세대주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옥수수 생산량은 남성 세대주인 경우와 비교하여 42%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 세대주 가구가 정부의 농업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부 지
원을 받지 못한 남성 세대주 가구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약 36%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토지 매매 권한을 가지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별에 따라 옥수
수 생산성에 차이를 보이며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세대주일 경우 상대적으로 옥수수 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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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향은 취득 경로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일관(consistent)된 형태로 나
타나지 않는다. 구매 혹은 상속을 통해 토지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옥수수 생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토지소유권에
관한 변수의 사용은 Besley(1995)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소유권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젠더 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연구에서는 변수의 선택에 따라 분석 결과의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표 4-13]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
지에 대한 매매 권한이 농가의 농업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남성 세대주 가구에 비해 헥타르당 옥수수 생산량이 약 49% 더 높다. 이
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여성 세대주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이 차이가 없는 것과 상
반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을 받으면 농업 생산성
이 향상된다. 그러나 [표 4-13]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여성 세대주 농가가 정
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 세대주 농가보다 옥수수 생산성이 더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여성 세대주일지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
가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적을 수 있다. 특히 토지 보유 면적과 농
업 생산성에 대한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띠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같은 여성 세대주일지라도 토지 보유 면적에 따른 생산성의 구조적 차이
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토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관계는 부
록에서 더 다루도록 한다.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

141

표 4-13. 세대주 성별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단위: %)

구분

(1)

(2)

취득 경로

여성 세대주
정부 지원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
구매한 토지 비율

0.481***

(0.115)

(0.108)

0.017

0.361***

(0.126)

(0.092)

-0.002

-0.419**

(0.219)

(0.174)

-0.484***
(0.096)
-0.082

여성 세대주x토지 구매

(0.171)
-0.023

정부 지원x토지 구매

(0.227)
0.188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구매

(0.381)
0.225***

상속받은 토지 비율
여성 세대주x토지 상속

매매 권한

0.489***

(0.077)
-0.300**
(0.125)
0.120

정부 지원x토지 상속

(0.156)
-0.272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상속

(0.273)
0.775***

매매 권한이 있는 토지 비율

(0.068)
-0.270**

여성 세대주x토지 매매 권한

(0.114)
-0.437***

정부 지원x토지 매매 권한

(0.126)
0.376

여성 세대주x정부 지원x토지 매매 권한

(0.239)

표본 수

4,208

4,208

연도 고정효과

〇

〇

가구 고정효과

〇

〇

독립 변수 포함

〇

〇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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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4장에서는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 매매 권한 등 토지소유권의 차이가 정부
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동
투입 일수, 비료 공급량, 작물 생산량 등을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소유권 보장 정도가 약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노동 공급에
는 영향을 주지 못하나 비료 공급량은 약 130% 증가한다. 토지소유권을 완전
히 보장받지 못한 농가는 노동 및 자본 투자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지
원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노동 공급 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농가의 노동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
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토지를 상속받은 비율이 증가하면 노
동 공급량이 감소한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속 비율 증가는 토지소유권 보장 정
도가 좋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노동 공급 효율
성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의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노동 공급 효과는 토지 취득 경로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적
인 효과에 가려진 이질성에 대해 간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도 정부의 지원 효과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은 매매 권한을 가지지 못한 집단과 가진 집단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농가의 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
매매 권한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료 공급량은 토지를 구매 혹은 상속 이외의 수단으로 취득한 농가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한 농가에서는 기존에 시장에서 구매하
던 비료를 정부 지원 비료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에 비료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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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집단에서는 정부 지원이 직접적인 비료 공급량 증가로 이어졌을 것
이다. 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비료 공급량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토지소유권 보장 정도가 약한 농가에게 정부의
비료가 지원되었을 때 비료 투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보장된 농가의 경우, 기존에 정부를 통한 지원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비료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정부 지원은 농가의 비료 공급처
의 대체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취득 경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 지원이 작물 생산성 향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한 분석
에서는 정부 지원이 특히 토지 매매 권한을 가지지 못한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비료 지원 혹은 농업 ODA 사업을
통한 비료 지원 정책은 농가의 농업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
이다. 그러나 토지 매매 권한을 가진 농가의 경우 정부 지원이 옥수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농업 지원 사업 효과성에
대해 논할 때 토지소유권의 이질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비료 지원은 옥수수 외 환금 작물이나 테프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효
과를 주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비
료 지원 사업이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시기가 늦
은 테프 생산을 위해서는 비료를 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옥수수가 생산성이 높은 작물 중 하나이고 테프는 농
업 환경에 덜 민감한 품종이며 커피, 담배와 같은 환금 작물의 생산성은 비료
지원 사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주요 작물 중 옥수수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추후에 수수, 조, 콩 등의
작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이 다른
식량 작물 생산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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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대주의 성별에 따른 정부 지원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포함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여성의 의사결정권
부재가 농업 생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주도적으로 여성의 농업 역량 지수(WEAI:
Women’s Empowerment on Agriculture Index)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
해 농업 생산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세대주 성별에 따른 농가 행위 및 생산성의 차이는 정부 지원
을 받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남녀 세대주 간의 구
조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WEAI와 같은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 매매 권한의 보유 여부도 옥수수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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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토지제도는 국별로 상이하며 이는 고유한 관
습에 의한 토지소유권과 식민지 지배에 의한 유럽식 토지제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말라위는 우간다, 케냐, 가나 등의
국가들처럼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으며 영국식 토지제도가 도입된 국가
이다. 또한 프랑스 등으로부터 식민지를 경험한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프
랑스식 토지제도가 도입되어 관습법에 의한 토지소유권과 혼재하는 상황에 있
다. 우간다처럼 지역 왕국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거나 관습에 의한 토지 소유 체
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들은 지역 지도자가 토지 소유 및 분배에 대한 영
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전(transfer)을 위해서는 지역 지도자의
허가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보다는 지역 지도자의 증여를 통한 이전이 더 활발했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토지 시장이 대체로 활
성화되지 않았으며 매매보다는 상속, 임대, 무단 점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보
유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같이 토지가 국유화되어 토지의 매매가 공식적
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가 기관에 의한 토지 분
배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토지
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토지 등록 비율이 주
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가별 토지제도와 권리의 상이함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할 이유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특성에 따라 토지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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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한 소유를 보장(tenure security)받지 못할
경우 노동 일수, 농자재 등의 투입량이 적정 수준을 하회하며 농업 생산성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은 평균적인 효과를 기준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상이한 농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토지소유권이 안정된 경우에는 농가가 노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반면 구매·상속 외의 기타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
우 농가의 농업 행태에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ODA 사업 기획 및
수행 시에도 수원국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평균적인 효과만
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비료, 종자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업 분
야 ODA 사업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토지제도 및 소유 특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원국 간 효과성 비교에
있어서도 토지제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는 기업, NGO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시장 진출에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커
피, 목화 등 농산물 생산, 의류 산업, 건설 부문 등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은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130) 말라위는 에티오피아에 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 기
회가 적은 편이나 국제 NGO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커피,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며 민
간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토지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특히 농업 사업에 있어서는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나 비영리 기
130) Röedl & Partner(2020), “Successfully investing in Ethiop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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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해당 국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말라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2개 나라 토지제
도의 특성, 정부의 지원 정책, 진출 지역의 토지소유권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
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의 확보에 있어 해당국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토지 분쟁의 여지가 적은 지역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나. 토지소유권 개념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는 매매, 상속, 임대 등의 토지 취득 경로이며 둘째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이다. 실증 분석 결과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예
를 들어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집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노동 공급, 비료
투입, 작물 선택 등 농가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
한 매매 권한을 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농가 행위가 매매
권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했을 시에 정부 지원이 옥수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를 통해서 정책 결정에 있어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Besley(1995)는 토지의 매매 혹은 이전 권한이 토지소유권을 가장 잘 나타
내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증 분석을 위한 핵심 변수의 선택 시에는 자료의
가용성, 국가별 통계치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 생산성 효과 측정을 위한 ODA 사업 수행
시에도 해당 수원국의 토지제도 및 소유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혹은 수원
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등에 대한 이해가 선

150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 개발 프로그램(CAADP)에서도 2003년 마푸토 선언,
2014년 말라보 선언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발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농업 성장
과 변화를 통한 빈곤 극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의 일
환으로 토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토지제도 및 소유 체계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수익성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곧 규모의 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즉 토지 거
래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실질 이용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이
뤄져야 하며 일시적 및 영구적 토지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토지등록제도의 중요성 증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이중적인 토지소유권 제도는 향후
토지 등록 사업 및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cGuirk and
Nunn(2020)이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에 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프리
카 지역에서는 불분명한 토지소유권과 제도 때문에 농민과 목축민 사이의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토지제
도의 법제화를 통한 일원화된 소유권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
에 따라 비공식적 제도보다는 공적 제도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보호 여부에 대
한 요구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아 토지 등록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절차에 의한 토지 등록은 단기적으로는 법적 소
유자와 실질 이용자는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토지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 등록 사업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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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최근 르완다,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토지 등
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가 점차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행정 제도의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
역에서 토지등록제도에 대한 협력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정책
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촌 지역 농가의 높은 문맹률로 인해 토지등록권자에 대한 투명한 모
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다. 즉 토지 등록 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중적인 소유권
제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보유한 토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농업 분야를 포함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실행과 모
니터링에 방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제약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성
적인 사후 평가가 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ODA 사업에 대한 사전/사
후 비교가 이뤄진 사례가 최근 들어서야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사업 수행 시 사업 요소에 대한 항목 위주로 설문조사가 설계되고 있
는 것이 아직까지 ODA 사업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131) 그러나 세계은행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131) 미국을 포함한 해외 원조 기관과 학계에서는 무작위통제 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 평가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
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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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특히 토지에 대한 권한과 같은 지역 특유의 관습이나 제도에서
파생된 사회 현상을 설문 설계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예를
들어, [표 4-1]에 정리되어 있는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한 조사가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농가 내 남·여 간
소유 권한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에서 개발한 여성의 농업역량 지수(WEAI),
국제축산연구소(IRLI)에서 개발한 여성의 축산 역량 지수(WELI: Women’s
Empowerment in Livestock Index) 등을 통해서도 사업 효과성에 있어 젠
더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이용 및 소유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설문지 구성 시에 토지매매권, 임차권, 상속권 등의 권한과
매매, 상속, 임대, 무단점유, 분익소작(sharecropping) 등의 토지 취득 경로
를 조사함으로써 농업 ODA 지원에 따른 효과성이 어떤 집단에서 더 큰지 파악
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이뤄질 경우 제도적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농업 ODA 지원을 받는 계층 혹은 집단을 타기팅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될 수도 있으나 토지소유권에 따른 수혜 계층 선정
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소비
수준, 자산 가치, 농지 면적 등을 기반으로 한 수혜자 선정은 지역사회 내 수혜
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이용권을 토대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
권에 따른 타기팅은 농업 ODA 사업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토지
소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여성 세대주 가정,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정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이거나 농업 ODA 지원에 있어 위협 요인
을 분석할 시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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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정부의 농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토지 소유 보장 정도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에 주는 함의를 제시
하였다. 이번 연구가 토지제도를 통한 제도적 특성에 따른 농업 생산성과 정부
의 사업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한 국내 첫 연구이지만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첫째, 혹자는 토지소유권과 농업 생산성 간의 역 인과관계에 따른 내생성 문
제를 지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 혹은 소유 보장 정도가 노동 투입
및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나, 농업 생산성 및 노동
투입 여부가 토지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유
휴지(fallowed)로 유지할 경우,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소유자가 농경지로 활용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토지를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32) 또한
노동 및 비료 투입을 많이 한 경우일수록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133)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상
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역 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의 편
이(bias)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Ravallion and Wodon(1999)은 가구의 지
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
거주 기간이나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
은 계모임, 품앗이 등과 같은 지역 내 비공식적 모임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네
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다(Hoddinott, Dercon, and Krishnan,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

132) Bambio and Agha(2018); Brasselle, Gaspart, and Platteau(2002); Otsuka et al.(2000);
Place and Otsuka(2002).
133) Holden and Ghebru(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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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추
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의 취득 경로에 따라 구매와 상속을 하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를 구매하는 집단, 상속받
는 집단,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집단 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이러
한 차이점의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의 행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비료 지원 사업의 수혜자 선정 기준은 존
재하나 세계은행 LSMS-ISA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수혜자 선정 기준을 파악
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어떤 요소에 의해 수혜자들이 비료 지원을 받았는지
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미 농업 생산성이 평균보다 상회하
는 토지 소유 보장도가 높은 농가 혹은 정부 관료와 친분이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면 구조적 요소가 비료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준 경우
이므로 농가의 농업 생산성 측정에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
로 추후 농업 분야 ODA 사업에서 무작위통제실험(RCT)과 같은 방식의 도입
을 통해 임의에 의한 수혜자 선정이 가능할 시 토지소유권에 의한 효과의 이질
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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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1에서는 국별 통계적 특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이
나, 양국의 토지제도 및 소유권 현황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별 비교를 통
해서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구매, 가족 상속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비율
이 47.6%에 달했으나 말라위의 경우에는 75%가 가족 간 상속을 통해 토지를
획득했다(부록 표 1-1 참고). 이는 각국의 토지제도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매매 권한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에티오피
아 46%, 말라위 54%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고 초등 교육 이상 교육을 받은 세대주는
에티오피아가 4.8%, 말라위가 19.1%이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의 세대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특성에 있어서는 에티오피아 농
가가 보유한 평균 토지 면적이 4.6헥타르인데 반해 말라위는 0.8헥타르라고
응답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전체 농가의 0.16%가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보유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농
가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보유 토지가 4.1헥타르에 달한다. 토지 분절화 지수는
에티오피아가 0.579, 말라위가 0.694이며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토지가 더
분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농가의 평균 토지 취득 연도 1999년과
1998년이며 이를 통해서 농가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24.2%의 토지가 서류상으
로 등록되어 있으나 말라위는 1.9%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토지 면적당 농가의 총 노동 일수는 에
티오피아가 1,453일, 말라위가 168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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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에티오피아가 164일, 말라위가 120일로 평균 노동 일수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다. 말라위에서는 30%가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에
티오피아에서는 2.2%만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환금 작물 재배 면적과 옥수수 재배 면적이 평균 1헥타르, 1.4헥타르
인데 비해 말라위에서는 평균 0.03헥타르, 0.2헥타르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
다. 그러나 옥수수와 환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재배 면
적에서는 옥수수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평균이 각각 1.98헥타르, 0.45
헥타르에 달한다. 환금 작물의 경우에도 각각 1.87헥타르, 0.33헥타르에 달한
다. 옥수수 수확량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평균이 각각 헥타르당 818.6kg,
796.3k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환금 작물의 경우에는 두 국가 간 재배
작물이 상이한 이유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에티오피아와 말라
위에서 각각 9.1%, 40.8%가 정부의 종자 및 비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말라위 농가의 수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정부로부터 비료 지원 사업을 받은 비율이 더 높으며 종자 지원 사업은 각각
3.4%, 21.5%로 비료를 지원받은 농가 비율에 비해서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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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성

세대 특성

토지매매

토지 취득

변수 그룹

0.242
1999

서류 등록된 토지 면적 비율

토지를 취득한 평균 연도

0.998
0.579

토지 이용(1: 농경지 2: 기타 이용)

토지 분절화 지수(지수는 0~1 사이에 분포)

6.017
4.571

총 토지 면적(ha)

0.818

세대주의 농업 외 직업 소유 여부

세대 규모

0.048
0.048

0.904

세대주 성별(1: 남성 0: 여성)

세대주의 비즈니스 운영 여부

47.08

세대주 교육 수준(1: 6년 이하 0: 7년 이상)

0.461

매매 권한을 가진 토지 면적 비율

0.476

세대주 연령

0.267

0.258

6.605

0.389

0.301

0.045

17.245

2.402

0.386

0.213

0.213

0.295

14.48

0.442

0.468

0.420

0.419

표준편차

에티오피아

구매, 증여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평균

가족 상속을 통해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구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면적 비율

변수

부록 표 1-1. 국별 통계적 특성

평균

1998

0.019

0.694

0.992

0.801

5.289

0.775

0.140

0.191

0.835

45.68

0.541

0.208

0.751

0.041

말라위

12.815

0.131

0.274

0.086

0.927

2.280

0.418

0.347

0.393

0.371

15.84

0.478

0.378

0.404

0.183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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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
0.997
1.417

관개 시설 이용 여부

환금 작물 재배 면적(에티오피아: 커피, 말라위: 담배)

옥수수 재배 면적

표본 수

0.034
0.084

정부의 종자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0.091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정부의 농업(비료, 종자)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818.59

0.197

전체 토지에서 점토질이 차지하는 비율

757.97

0.630

전체 토지에서 사질이 차지하는 비율

헥타르(ha)당 환금 작물 수확량(kg)

0.022

유기농 비료 사용 여부

헥타르(ha)당 옥수수 수확량(kg)

164.49

가구 노동 일수 중위값

4,410

0.278

0.182

0.287

5,167.63

1,912.17

7.352

5.586

0.276

0.482

0.753

0.148

10,376.45

표준편차

에티오피아
1,453.36

평균

가구 평균 노동 일수

변수

말라위

0.406

0.215

0.408

107.59

796.25

0.217

0.034

0.019

0.708

0.257

0.308

119.72

168.05

평균

2,660

0.491

0.411

0.492

814.52

1,960.29

0.362

0.147

0.136

0.410

0.395

0.462

261.91

표준편차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정부 지원

농업 특성

변수 그룹

부록 표 1-1. 계속

이어서 토지 취득경로와 매매 권한 비율에 따른 농가 행위 및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부록 표 1-2]~[부록 표 1-5]에 걸쳐 국별로 나타내고 있다. 에티오피
아와 말라위 농민들은 토지의 취득 경로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표 4-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 구매한 토지 비율이 증가할 경우 말라위 농가의 노
동 공급이 더 적은 경향이 있으며 말라위의 노동 공급 변화가 전체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 모두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나 상속받은 비율이 변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았을 시에
비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4장에서도 설명하듯이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지 못하는 농가는 빈곤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
원을 받아야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에티오피아는 토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토지를 구매
한 경우이더라도 2013~14년에 실시된 설문에서는 토지 구매 여부가 조사되
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 및 비료 공급 결정에 있어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경
우 토지를 구매한 비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부록 표 1-2. 국별 토지 취득 경로와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구분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정부 지원x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x토지 상속

162

•

에티오피아
(1)
(2)
노동 투입
비료 공급량
일수(%)
0.074
(0.100)
0.088
(0.166)
-0.104
(0.241)
0.153*
(0.091)
-0.110
(0.243)

(kg/ha)
0.141
(0.128)
1.373***
(0.260)
-0.449
(0.390)
-0.190*
(0.113)
-0.293
(0.401)

말라위
(3)
노동 투입

(4)
비료 공급량

일수(%)
-0.459
(0.301)
0.029
(0.183)
0.470
(0.461)
0.166
(0.140)
0.03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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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a)
0.947*
(0.518)
1.139***
(0.246)
-1.108*
(0.618)
0.046
(0.241)
0.108
(0.287)

부표 1-2. 계속

구분

성별
연령
연령x연령
교육
결혼
개인 사업체 보유
농외소득 여부
토지 면적
관개
휴경
분절화 지수
토지의 농업 활용률(%)
화학 비료(kg)
유기농 비료
사질 토양 비율(%)
점토질 토양 비율(%)
상수
표본 수

에티오피아
(1)
(2)
노동 투입
비료 공급량
일수(%)
-0.133
(0.237)
-0.010
(0.028)
-0.000
(0.000)
0.016
(0.172)
0.036
(0.152)
1.098
(1.700)
-1.310
(1.691)
-0.018***
(0.002)
-0.089
(0.131)
0.273*
(0.161)
1.266***
(0.142)
-1.650***
(0.566)
0.000***
(0.000)
-0.346**
(0.174)
0.267***
(0.058)
0.308***
(0.047)
7.445***
(0.935)
4,410

(kg/ha)
-0.034
(0.276)
0.007
(0.037)
-0.000
(0.000)
0.040
(0.288)
0.155
(0.198)
-0.115
(0.287)
-0.106
(0.119)
-0.014
(0.009)
-0.226
(0.169)
0.181
(0.218)
-0.459**
(0.201)
-0.999
(0.872)
0.000***
(0.000)
-0.012
(0.227)
-0.142*
(0.078)
0.033
(0.066)
3.342**
(1.313)
4,410

말라위
(3)
노동 투입
일수(%)
0.070
(0.180)
0.083***
(0.030)
-0.001**
(0.000)
-0.050
(0.128)
0.406**
(0.175)
0.093
(0.105)
-0.152
(0.152)
-0.327***
(0.050)
0.228
(0.278)
-0.286
(0.201)
-0.627***
(0.192)
3.901***
(0.405)
0.000***
(0.000)
-0.031
(0.085)
0.097
(0.220)
0.038
(0.229)
-1.639*
(0.966)
2,660

(4)
비료 공급량
(kg/ha)
-0.275
(0.257)
0.054
(0.049)
-0.000
(0.000)
0.150
(0.209)
0.704**
(0.286)
-0.177
(0.154)
0.093
(0.226)
-0.122**
(0.057)
-0.144
(0.359)
-0.110
(0.340)
-0.529*
(0.303)
1.985***
(0.654)
0.001***
(0.000)
-0.182
(0.128)
-0.225
(0.361)
-0.374
(0.373)
0.457
(1.650)
2,660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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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권한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토지 매매 권한이 없는 농가가 정부 지
원을 받을 경우 비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경향을 보인다(부록 표 1-3 참고). 이
는 [부록 표 1-2]의 국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불완전
하거나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을 가진 농가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비료 투입량에 차이가 발생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 모두 정부 지원 여
부에 따른 노동 투입 일수의 변화는 토지 매매 권한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부록 표 1-3. 국별 토지 매매 권한과 노동 일수 및 비료 공급량
에티오피아
구분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정부 지원x토지 매매 권한
표본 수

말라위

(1)

(2)

(3)

(4)

노동 투입

비료 공급량

노동 투입

비료 공급량

일수(%)

(kg/ha)

일수(%)

(kg/ha)

0.574***

-0.207

-0.060

-0.024

(0.106)

(0.143)

(0.108)

(0.170)

-0.046

1.263***

0.081

1.172***

(0.117)

(0.218)

(0.106)

(0.161)

0.167

-0.247

-0.002

0.022

(0.181)

(0.304)

(0.154)

(0.222)

4,410

4,410

2,660

2,660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에 따른 농업 생산성 차이에 있어 에티오피아는 정
부 지원을 받을 경우 대체로 옥수수 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1-4 참고). 이는 [표 4-11]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말라위 농가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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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농가가 보유한 농지 규모는 편차가 크지
만 말라위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큰 편이다(부록 표 1-1 참고). 특히 평균 보유
토지 면적은 4헥타르를 초과하고 있어 평균 0.8헥타르를 보유한 말라위 농가
보다 약 5배 이상의 토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면적 특성에 의해
두 국가의 농업 생산성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
우 토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정부 지원 없이는 비료 투입이 어렵기 때
문에 대체로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료 지원
을 받은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말라위의 경우
평균 토지 면적 규모가 작은 편이며 토지 면적과 옥수수 생산성 간의 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보유
한 토지 면적이 넓어졌다면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일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들 중 매매 권한을 가진 토지 보유 비율의 변
화는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이는 [표 4-13]에 나타난
결과와 다소 상반된다.

부록 표 1-4.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와 옥수수 생산성
에티오피아
구분

정부 지원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x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x토지 상속

말라위

(1)

(2)

(1)

(2)

취득 경로

매매 권한

취득 경로

매매 권한

0.333***

0.171

-0.203

-0.244**

(0.127)

(0.113)

(0.168)

(0.108)

0.512***

0.095

(0.096)

(0.308)

-0.550***

0.230

(0.200)

(0.436)

0.165**

-0.297**

(0.071)

(0.129)

-0.282

0.092

(0.186)

(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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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계속
에티오피아
구분

(2)

(1)

(2)

취득 경로

매매 권한

취득 경로

매매 권한

매매 권한이 있는 토지 비율
정부 지원x매매 권한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말라위

(1)

4,410
〇

0.309***

0.015

(0.073)

(0.095)

-0.076

0.164

(0.149)

(0.130)

4,410
〇

2,660
〇

2,660
〇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과 매매 권한 여부에 따른 환금 작물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표 1-5 참고). 환금 작물의 경우 에티오피아는 커
피를, 말라위는 담배를 재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커피를 재
배하는 경향이 80~101% 더 높다. 또한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지 못했을지
라도 정부의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의 커피 재배 경향도 96.3% 더 높다. 이를
통해서 커피 재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토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구매한 비율이 증가하였을지
라도 정부의 비료 정책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오히려 커피 재배 생산성이 약
103%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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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국별 토지 소유 보장 정도와 환금 작물 생산성
에티오피아
구분

정부 지원
구매한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구매
상속받은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토지 상속

(2)

(1)

(2)

취득 경로

매매 권한

취득 경로

매매 권한

0.963***

0.416*

0.119

-1.560

(0.288)

(0.216)

(1.712)

(0.986)

0.800***

1.093

(0.243)

(2.479)

-1.026***

-0.349

(0.339)

(4.183)

1.009***

-0.067

(0.265)

(1.399)

-0.589

-0.736

(0.417)

(1.876)

매매 권한이 있는 토지 비율
정부 지원 x 매매 권한
표본 수
연도 고정효과

말라위

(1)

0.614**

-1.187

(0.241)

(0.979)

0.442

1.777

(0.323)
4,410
〇

4,410
〇

(1.329)
2,660
〇

2,660
〇

주: 오차항은 가구 단위에서 클러스터가 된다. *** p<0.01 ** p<0.05 * p<0.1.

말라위의 경우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 등 토지소유권이 담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담
배는 말라위의 대표적인 수출 작물로 말라위의 독립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
배 정책이 시행되었던 작물이다(Diagne and Zeller 2001). 즉 담배를 재배하
는 농가에서는 담배에 이미 적절한 수준의 비료를 투입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
으며 추가적인 비료 투입이 담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
다. 실제로 Diagne and Zeller(2001)는 화학 비료 투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담배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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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배 생산성이 정부의 비료 지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정부 비료 정책이 담배 재배 농가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별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국별 옥
수수 및 환금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다. 에티오피아 농가의 경우 토
지 취득 경로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더욱 큰 반면 말라위는 매매 권한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도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시사점에
서도 전설하듯이 각국 토지제도 특성 및 소유권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국
별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가 행위 및 농업 생산성의 차이에 대해 보다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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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농지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성이 높다는 농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 간의 역 관계(inverse farm-size productivity)의 존재는 개발도상국
농정 환경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역-U자 모양을 하거나 농지 면적이 클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Barrett, Bellemare and Hou 2010; Muyanga and Jayne
2019; Savastano and Scandizzo 2017).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차이에 따른
농업 생산성과 토지 면적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Barrett, Bellemare, and Hou 2010; Bevis and Barrett 2016).134)

부록 표 2-1. 옥수수 재배 면적 분위
분위

25%

50%

75%

95%

평균 보유 면적(ha)

0.318

0.725

1.825

13.369

옥수수 재배 면적(ha)

0.143

0.397

1.157

6.221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본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성과 농지 면적 간의 관계에 농지 소
유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유 형태별 옥수수 생산성과
농지 면적 관계 도표를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서 농지 면적의 95분위에 해당하
는 6.221헥타르를 상회하는 옥수수 재배 면적을 가진 농가를 제외하고 중소농
134) Sen(1966)은 개발도상국에서 단위면적과 생산성의 역 관계에 대해 시장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Barrett, Bellemare, and Hou(2010)는 토질 등과 같은 토지 특성 변수의 누락, 토지
면적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 등도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의 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rett 등이 제기한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
해 토지 특성과 GPS 기반으로 측정된 토지 면적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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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포함하여 정부 지원과 토지 소유 보장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의 차이를 표
현하였다(표 4-13 참고).

부록 그림 2-1. 정부 지원 여부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뢰도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임.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록 그림 2-1]의 축은 [식 2]를 통해 도출한 옥수수 생산성(kg/ha) 예측
치의 로그형태이며 축은 옥수수 재배 면적을 나타낸다. 그림의 좌측면은 정
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의 농업 생산성을 나타내며 우측면은 정부 지원을 받
은 농가의 농업 생산성을 나타낸다. 옥수수 생산성은 앞서 [표 4-9]와 [표
4-11]에서 도출한 옥수수 생산성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옥수수 재배농가의 생산성은 면적과 반비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Barrett, Bellemare, and Hou(2010)가 분석한 마다가스카르 벼 재배 농가
의 단위 면적 생산성의 역 관계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성은 토지 면적이 커질수록 대체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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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Barrett, Bellemare, and Hou(2010)가 제기한 잠재적인 요인을 통
제한 상황에서는 Sen(1966) 등이 지적하듯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농촌 지역
의 노동 시장 실패가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 간의 역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록 그림 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단위 면적당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단위 면적
당 옥수수 생산성 예측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높게 나
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의 생산성은 점차 감소하다가
3~4헥타르 구간에서 잠시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농업 분야 현물 및 쿠폰 지급이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농업 지원이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
보다는 2~4헥타르 사이 구간에 위치한 중규모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록 그림 2-1]의 결과가 농가의 수익성
혹은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이 토지 소유 보장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2헥타르 미만의 옥수수 경작지를 보유한 소규모 농
가를 대상으로 토지 면적과 옥수수 생산성 간의 역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록 그
림 2-2], [부록 그림 2-3]은 토지 취득 경로 및 토지 매매 권한 보유 비율의 변
화에 따라서 옥수수 재배 면적과 생산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부록 그림 2-2]의 실선은 보유한 토지 면적 중 구매·상속 외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율이 증가한 집단의 옥수수 생산성을, 점선은 구매·상속 외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율이 감소하거나 변하지 않은 집단의 옥수수
생산성을 나타낸다.
옥수수 생산성은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율의 증감과 큰 관련이 없
다. [부록 그림 2-2]의 좌측면에서 토지 구매 비율에 따른 두 집단의 옥수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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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은 옥수수 재배 면적과 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 간 면적당 옥수수
생산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

부록 그림 2-2.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 비율 변화와 농지면적·생산성의 역 관계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전체 보유 토지 중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집단의 농업 생산
성은 역-U자 혹은 일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Sen(1966)이 언급하듯이 아프
리카 내의 시장 실패는 노동 분배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이는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 간의 역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부록 그림 2-3]의 결과는 토지의
매매 권한이 농업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유한 토지 중에서 매매할 권한이 있는 토지의 비율이 감소한 집단의 경우,
농업 생산성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 농업 분야 지원을 받은 농가의 옥수수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부록 그림 2-2]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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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3. 매매 가능한 토지 비율 변화와 농지면적·생산성의 역 관계

자료: World Bank LSMS-ISA, “Socioeconomic Survey 2013-2014”; “Socioeconomic Survey 2015-2016, Wave
3”; “Integrated Household Panel Survey 2010-2013-2016 (Long Term Panel, 102 EA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생산성은 토지 면적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는 Sen(1966)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아프리카 내 농업 생산
성에 대한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취득 경로와 토
지에 대한 매매 권한 등 토지 소유 보장(tenure security) 정도에 따라 옥수수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 지원 역시 옥수수 생산성의 향
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성 간의 역 관계가 토지 소유 보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편 정부 혹은 국제사회의 비료 및 종자 지원은 농업 생산성 증대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장 실패에 따른 역 관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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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Land Tenure Security, Instit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Evidence from Ethiopia and Malawi
Munsu Kang, Minji Jeong, Soo Hyun Moon, and Kyu Tae Park

The importance of land in the sub-Saharan Africa is necessary for
survival beyond the concept as a simply real estate. However, due to
factors such as land institution from colonial experience, instability
in political systems, and rapid population growth in rural areas, land
ownership in rural area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gricultural
production such as productivity, labor and input investment.
Ethiopia and Malawi are commonly known as agricultural countries,
and the global donor’s contribution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also
large. However, land in Ethiopia is controlled by the state and
Malawi has a land system that was mixed with British colonial law
and traditional common law.
Meanwhile, as the siz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ntinues
to increase, discussions continue on the effectiveness of ODA
support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tenure system in the sub-Saharan Africa,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how land ownership can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agricultural OD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on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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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support can be heterogeneous by the
difference of land ownership. In particular,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the ODA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 focus on how
land ownership and tenure securit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cusing on agricultural support projects.
Chapter 2 looked at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Ethiopia and
Malawi and the status of aid received from OECD/DAC countries.
Both the Ethiopian and Malawi governments operate supporting
policies for farmers. Ethiopia is more focused on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for social development, whereas Malawi is more
focused on supporting fertilizers and seeds through agricultural
policies. However, Ethiopia also has a support policy for maize
farmers by providing fertilizer support projects. In the case of ODA
in agricultur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the key
donors to each country. However for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roportion of ODA for agricultural sector is high for th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Ethiopia, while the size of the ODA against
Malawi is very small.
Chapter 3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land tenure system in Ethiopia and Malawi, and their impact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gender issues. Section 1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each
country’s land tenure. The government of Ethiopia nationalized rural
lands and redistributed to every people. Ethiopia’s nationalization of
land and government-led redistribution policies have led to a sharp decrease in land holdings per capita,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declined due to continued reluctant investment by farmers due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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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in land ownership. Malawi, where most of the land is redistributed under common law, local leaders (or chiefs) decides whom to
distribute. Accordingly, migrants from other regions often cannot purchase or transfer the land and falls in the poverty. In addition, both the
Ethiopian and Malawian governments established land policies that
were disadvantageous to women. Both governments put women at a
relative disadvantage in the land ownership, such as inheritance, gift,
and sale of land. In addition, women’s land tenure security is relatively
weak, which also works as a constraint on economic activities.
Chapter 4 analyzes the effects of land ownership on farm
activities and productivity of far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e use the World Bank LSMS-ISA panel data and generaged two
different land ownership variables: land acquisition type and land
transfer rights. According to the analysis, even with the government
support, there is a difference in labor input investment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land
ownership. In particular, land transfer rights rather than the land
acquisition type has more impact on farmers’ decision-making and
productivity, which was discussed by Besley (1995). In addition, even
though women are in a discriminatory position, ownership of the
land itself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ductivity or labor
supply decisions among government-supported farms. However, in
the case of farms that have not received government support,
further research is expected in the future as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household owners is correlated with the tenur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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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Chapter 5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of the land tenure security i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using the results of Chapter 4. In
particular, conducting additional surveys on land ownership,
women’s decision-making rights, of project benefic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might be needed by conducting surveys to avoid
the fall mistaken policies by using the average effectiveness. It can
be also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countries’ systems such as land tenure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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